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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문

Ⅰ.제 목

조사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화학거동 규명 연구

Ⅱ.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원 운 기단계에는 연소도가 33 GWd/tU 정도 으나 지 은 50∼60

GWd/tU까지 증가하 으며,미래에는 연소도 100GWd/tU 이상이 될 것으로 상

되고 있다.이와 련하여 국가원자력연구개발 사업으로 고연소도 혹은 고연소도

핵연료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이러한 고연소핵연료의 개발은 핵연료의 건 성,

안 성 분석,차폐설계 등을 지원할 실험 자료들을 필요로 한다.이에 따라 핵연료

의 건 성 평가와 핵연료 성능평가 코드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기 해 원

자력기술개발사업으로 ‘고연소핵연료 국부연소특성 규명 연구’(1단계)와 ‘조사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화학거동 규명 연구’(2단계)가 수행되었다.이 과제의 목표는 핵연료

의 건 성 평가 핵연료 성능평가 코드의 검증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하는 것이다.본 연구는 ‘조사핵연료 악티나이드 동 원소 분포 특성 규명’,‘사

용후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분포 특성’,‘핵연료/피복 화학결합(FCCI)규

명'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생산’의 네부분으로 구분하고,이와 더불어 방사성폐

기물의 장기 리에 필요한 ‘사용후핵연료 용해 침출거동 기술 황 조사’를 하나

의 로 별도로 구성하여 차기단계 연구를 비하 다.

□ 조사핵연료 악티나이드 동 원소 분포 특성 규명

고연소 시 핵연료 반경을 따라 핵연료의 조성이 불균일하게 변화한다.지 까

지 사용해 온 화학 용해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측정은 핵연료 내 핵분

열성 물질의 감손을 정확한 측을 가능하게 하지만 반경에 따른 국부 연소특

성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따라서,사용후핵연료의 심에서 가장자리

까지 반경방향의 동 원소 분포와 결정구조 변화와 같은 국부 연소특성을 이해

하기 해 방사선차폐 LA-ICP-MS시스템과 micro-XRD 시스템을 사용하여 연소

도에 따른 동 원소 분포 핵연료 가장자리(rim)에서의 구조변화에 한 특성

자료를 생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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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분포 특성 연구

핵연료의 연소과정에서 생성된 Kr,Xe과 같은 핵분열생성기체는 UO2에 한

용해도가 매우 낮아 매질 내에 용존된 상태로 존재할 확률은 매우 낮아 부분

핵연료 조직 내 기포,공극 결정립계에 잔류되어 있다.핵연료 조직 내 잔류핵

분열생성기체는 기포의 생성 부피팽창을 일으켜 미세구조를 변화시키며,이는

핵연료의 열 도도 하와 소결체의 팽창을 일으킬 수 있다.핵분열생성기체의

일부는 핵연료 조직을 이탈하여 핵연료 내 자유공간으로 방출되며,핵분열생성

기체의 방출은 핵연료 내압을 증가시킨다.Kr,Xe등 핵분열생성기체는 핵연료

의 성자 조사 시 생성되는 핵분열생성물 가장 많이 생성되는 핵종이다.이와

같은 핵분열생성기체의 거동은 핵연료 피복 의 건 성에 요한 의미를 가진

다.따라서 핵분열생성기체의 총발생량,핵연료 내 방출률 핵연료 조직 내

잔류율 등은 신규 개발되는 핵연료 상용 핵연료의 허가 연소도 결정 시 매우

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핵분열생성기체의 발생량(Fissiongasgeneration,FGG)은 핵연료의 연소도에 따

라 직선 으로 증가하게 된다.그러나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 핵연료 조직 내

잔류 거동은 핵연료의 온도, 도,연소도 원자로의 운 조건 등 여러 가지 요

인에 의해 달라진다.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에 의해 핵

연료 내압이 증가되며 헬륨 몰분율이 감소되고 그로 인해 핵연료의 열 도도가

하된다.이러한 핵연료 열 도도 하는 핵연료의 온도를 더욱 상승시키고 핵

분열생성기체의 방출을 더욱 증가시키는 열되먹임(thermalfeedback) 상을 야

기한다.잔류핵분열생성기체는 핵연료 조직에 미세 기포,균열,공극을 생성하여

핵연료 조직의 열화를 진시킬 수 있다. 한 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수축

팽윤에 의해 핵연료의 도가 감소되며 핵연료 피복 내,외부에 산화층이 생성

된다.특히 1차 냉각재와 하고 있는 피복 외부의 산화정도가 심화되는 경

향이 있다.핵연료피복 의 산화층 생성은 핵연료의 열 도도를 감소시키며 국부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이러한 핵연료 피복 의 물리화학 특성 변화는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 잔류거동과 한 상 성이 있다.특히 핵연료의 온

도가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Fissiongasrelease,FGR)거동에 가장 큰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핵분열생성기체의 방

출 잔류 거동은 핵연료의 안 성에 요한 의미를 가진다.

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핵연료의 축방향 소결체 반경방향에 따라 연소도,

온도, 도 피복 의 산화층 두께 등이 다른 특성을 보인다.이와 같은 핵연료

의 국부 치에 따른 물리화학 특성 변화는 핵분열생성기체의 국부 방출 잔

류 거동과 상 한다. 한 핵연료의 국부 치에 따라 핵분열생성 크립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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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동 원소 분포 특성이 달라진다.핵분열생성기체의 조성 동 원소 분포

에 한 측정 결과는 핵분열생성기체(Fissiongasgeneration,FGG)계산 코드 개

발 모델의 정확성 평가 단에 유용한 기 자료가 된다.더구나 핵연료의 고

연소화 신형 핵연료의 허가연소도 결정시 핵분열생성기체방출(Fission gas

release,FGR) 잔류에 한 시험자료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핵분열생성기체의 핵연료 내 잔류율 방출률에 한 정량 인 자료를 얻기

해서는 핵분열생성기체의 총 발생량을 알아야 한다.핵분열생성기체의 발생량

은 컴퓨터 코드에 의한 이론 인 계산 혹은 조사핵연료의 실험 측정으로 구할

수 있다. 재 핵분열생성기체의 발생량을 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컴퓨터 코

드가 개발되어 있지만 부분 상용 원자력발 소의 연소도 측용으로 제한되어

있다. 한 핵분열생성기체의 발생량과 방출정도는 핵연료 원자로의 특성과

운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다.따라서 정확한 핵분열생성기체 생성율

방출률에 한 자료를 확보하기 해서는 실험 인 측정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외국에서는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분석기술이 확립되

어 측정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도 상용 원자력발 소의 핵연

료 내 방출 핵분열생성기체의 측정기술은 잘 확립되어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고방사성 시료인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양,조성

동 원소분포에 한 정량 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측정기술은 확립되어 있

지 않아 잔류 핵분열생성기체의 측정기반을 구축하고 련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

가 있었다.본 연구 1단계에서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를 추출,포집할

수 있는 방사선차폐핵연료융해시스템을 구축하 다. 한 본 장비를 이용하여 조

사핵연료 내 핵분열생성기체의 조성 동 원소분포 측정기술을 개발하 다.이

러한 시험 인 라와 측정기술을 이용하여 조사핵연료의 핵분열생성기체 방출

잔류거동을 규명하기 한 실험 자료를 생산하고 련 데이터를 축 하고자 한

다.이러한 핵분열생성기체 측정자료는 핵연료의 연소거동을 측할 수 있는 컴

퓨터 모델 개발의 요한 입력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사용후핵연료/피복 화학결합 규명

원자로의 가동조건에서 세슘 핵종을 비롯한 휘발성핵종들은 증기이동 혹은 열

확산 과정을 통해 핵연료/피복 틈새로 모이게 되고,핵연료 기질인 UO2혹은

피복 안쪽 층과 화학반응을 하여 2차상을 형성하거나 핵연료/피복 화학결합

을 야기한다.특히 핵분열생성비가 큰 세슘핵종의 경우 고연소 이력을 갖는 사용

후핵연료 펠릿의 가장자리에서 Cs-U-O 혹은 Cs-Zr-O로 추정되는 고농도의 세슘

화합물 들이 발견되고 있으나 이들 화합물들이 핵연료의 연소거동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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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핵연료의 고연소 장주기로 갈수록 펠릿/

피복 에 축 되는 이들 휘발성핵종들 2차상의 양은 커지고 핵연료의 연소거

동에 상할 수 없는 향을 수 있다.따라서 두 번째 부분은 이들 2차상 형

성 이들 2차상이 핵연료/피복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에 한 규명 연구

이다.

□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 생산

핵연료의 연소거동 이해와 련 핵자료의 확보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수송이

나 장,처분에서 필요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내 주요 방사성 핵종인 악티나이드

정량자료를 확보하기 한 연구이다.선원항 자료를 연소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소

멸되는 핵종의 양을 측하는 코드 검증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정성 평가

등에 이용하기 해 선원항 자료생산과 이를 한 악티나이드 원소의 정량법 개

발이 수행되었다.

□ 조사핵연료 용해 침출거동 기술 황 조사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 처분(deeprepository)에 련된 안정성 평가를 하여

고려해야 할 사용후핵연료의 지하수 용해 침출거동 연구 황에 하여 기술하

다.사용후핵연료의 매질인 UO2의 용해 메커니즘과 용해속도를 측할 수 있는

두 근 방법,지하수 에서의 UO2용해도 모델 표면에서의 기화학 부식

모델에 의한 용해연구에 하여 조사하 다.이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기본

으로 이해해야 할 사용후핵연료와 지하수의 특성 그리고 실험에 필요한 모의 사

용후핵연료,합성 지하수 산화/환원 분 기를 조 할 수 있는 장갑상자 등 하

드웨어에 하여 조사하 다.

Ⅲ.연구개발의 내용 범

‘고연소핵연료 국부연소특성 규명 연구’가 원자력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되었다. 이

과제의 목표는 핵연료의 건 성 평가 핵연료 성능평가 코드의 검증에 사용될 수 있

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하는 것이다.

□ 조사핵연료 악티나이드 동 원소 분포 특성 규명

원 에서 고연소로 조사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측정을 해 화학 방

법이 사용되었다. Nd지표원소를 측정하여 총연소도를 얻었으며,이 방법은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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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크(
233
U,

242
Puand

150
Nd)에 의한 동 원소희석질량분석법(IDMS)을 이용한 U,

Pu,
148
Nd,

145
Nd+

146
Nd Nd동 원소 총량 측정을 포함한다.2가지(AG1X8

1X4)음이온 교환수지 분리방법이 순차 으로 사용되었으며,유효핵분열율이 계산되

었다.이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를 ORIGEN 코드로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 다.고연

소 시 핵연료 내 조성이 반경에 따라 불균일하므로 방사선차폐 LA-ICP-MS로 반경

방향의 동 원소 비 분포 변화를 측정하 다. 한 동 원소 비 측정값의 재 성이

핵종별로 달라지므로 이에 한 규명 연구로 각 핵종별 이 용발특성에 한 연

구를 수행하 다.국부측정 결과로부터 국부연소도를 계산하여 코드로 계산한 결과

와 비교하 다.사용후핵연료 내에서 연소도별 경방향 결정구조변화를 확인하기

해 micro-XRD시스템을 측정에 사용하여 격자의 크기변화를 확인하 다.

□ 사용후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분포 특성 연구

조사핵연료 내 잔류 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의 정량 동 원소 분포 측정을

해서는 고방사성 시료인 조사핵연료를 완 융해하여야 하고, 한 이때 방출되

는 기체를 정량 으로 포집하여 그 조성을 정량분석 할 수 있는 고성능 측정시

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따라서 잔류 핵분열생성기체의 연구기반을 확보하기

한 방사선차폐 핵연료융해시스템 정량분석시스템 구축과 본 시스템을 이용

하여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의 정량분석 동 원소 분포 측

정기술을 확립하 다.본 연구에서는 미량기체를 정량 으로 주입할 수 있는 주

입장치,고성능질량분석장치 조사핵연료 융해 방출기체 포집장치를 구성

하 다.이를 이용하여 조사핵연료 편의 융해 방출기체의 추출,포집 측

정기술을 개발하 다.

연소도 약 33GWd/tU에서 Kr,Xe을 합한 핵분열생성기체의 생성량은 약 1

mL/g으로 알려져 있다.조사핵연료와 같은 고방사성 물질의 시험 측정 시

가능한 최소량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 이고 환경친화 이다.잔류핵분열생성기

체 분석을 한 시료의 양을 0.1g이하로 제한하면 실제 분석에 제공되는 핵분

열생성기체의 양은 0.1mL이하가 된다.이와 같은 미량 시료의 정확한 정량분

석을 해서는 미량기체를 정량 으로 주입 할 수 있는 주입장치 고성능 측

정장치가 요구된다.표 기체공 장치 기체주입쳄버로 구성된 스테인 스강

재질의 미량기체주입장치 미량 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Kr,Xe의 정량분석이

가능한 고성능 사 극자질량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능을 최 화하 다.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를 추출하기 해서는 조사핵연료를 완 히

융해하여야 한다.조사핵연료 융해방법으로 은 양의 시료를 완 히 용해할 수

있는 불활성기체융해법을 개발하 다.조사핵연료의 불활성기체융해에는 재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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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수소분석에 이용하고 있는 수소분석기(LECO RH-600 Hydrogen

determinator) 그 부속장치인 극로(LECO EF-500electrodefurnace)를 이용

하 다.불활성기체융해법에 의한 핵연료 융해 시 속조연제의 종류 사용량,

융해시간,융해 류 등 최 융해조건을 확립하 다.핵연료융해에는 조사 의

가압경수로형 UO2 핵연료 조사 모의조사핵연료(Simulated fuel,

SIMFUEL)을 사용하 다.융해물의 융해상태 평가에는 자탐침미세분석기

(Electron probe micro analyser, EPMA) X-선 회 분석기(X-ray

diffractometer)를 사용하 다.

불활성기체융해법에 의한 핵연료 융해 시 방출기체의 정량 포집방법을 확립

하 다.핵연료 융해 시 수소분석기를 정상 으로 작동시키면서 방출되는 기체

를 정량 으로 포집할 수 있는 포집장치를 개발하 다. 한 방출기체를 포집할

수 있는 포집병을 제작하고 그 내용 을 표 검정하 다.표 기체를 이용하여

핵연료융해 시 방출되는 Kr Xe을 정량 으로 포집할 수 있는 포집조건을 확

립하 다.불활성기체융해법에 의한 Kr Xe의 회수율을 측정하기 해 알루미

늄 호일에 Kr혹은 Xe이 일정량 주입된 기 시편을 제조하 다.Rutherford

backscatteringspectrometer(RBS)로 Kr혹은 Xe주입 기 시편을 분석하여 주

입량을 결정하 다.이 기 시편을 이용하여 불활성기체융해법에 의한 Kr Xe

의 회수율을 측정하 다.

조사핵연료 융해장치 련부속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차폐 로 박스를

제작,설치하 다.차폐 로 박스는 1.0g(약 1.0Ci)의 조사핵연료를 취 할 수

있도록 10mm 두께의 철제 임에 납 80mm를 충진하는 주조방식으로 제작

하 다.차폐 로 박스에 베타-감마형 원격조종기 1 , 스크 어 터,납유리,

팬 등을 설치하 다.핵연료융해에 사용할 극로의 컨트롤 트 기체포집장

치를 설치할 수 있는 아크릴 로 박스를 제작,설치하 다.차폐 로 박스 내

에 설치될 극로(EF-500) 울 등 부속장치를 개조하여 용이하게 운 할 수

있도록 하 다.방사성차폐 핵연료융해시스템 구축 후 차폐능 기타성능을 평

가하 다.

수소분석기의 성능 융해장치의 성능을 평가하 다.철,티타늄 지르코늄

매질의 수소 표 물질을 사용하여 개조된 수소분석기를 표 검증한 후 조사핵연

료피복 시료의 수소함량을 측정하 다.차폐 로 박스에 설치된 수소분석기

에는 운반기체 측정기체의 정화를 해 여러 가지 시약 트랩이 부착되어 있

다.이와 같은 시약 트랩들은 조사핵연료융해 시 방출되는 크립톤 제논의 운

반속도를 지연 시킬 수 있다.혼합표 기체 이온주입 알루미늄호일을 사용하

여 핵연료융해장치의 크립톤 제논 회수율을 측정하 다.차폐 로 박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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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된 핵연료융해장치를 사용하여 모의조사핵연료(SIMFUEL)의 원격 융해실

험을 수행하고 융해성능을 평가하 다.

방사선차폐핵연료융해시스템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시스템의 구축 완류

후 조사핵연료의 용성 시험을 수행하 다.천공/포집에 의한 방출핵분열생성

기체의 조성 동 원소 분포를 측정하 다.조사핵연료 소결체의 심, 간,

외부의 반경방향에 따른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조성 동 원소분포를 측정하

다.조사핵연료의 불활성기체융해 시 생성된 융해물의 융해상태를 평가하 다.

핵분열생성기체의 분포거동을 규명하기 해 설계 특성 연소이력이 명확한

조사핵연료를 선정하여 방출 잔류핵분열생성기체 분포를 측정하 다.천공/

포집방법으로 조사핵연료 내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조성 동 원소분포를

측정하 다.조사핵연료의 축방향 높이에 따른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조성

동 원소 분포를 측정하 다.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국부분포 특

성 규명을 해 소결체의 심, 간,외부 3개 시료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율은 핵연료의 연소도,온도,조직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핵연료피복 내,외부에 생성된 산화층은 핵연료의 열

도도를 하시키며 경우에 따라 국부과열을 야기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따라

서 핵연료피복 산화층 두께는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특성에 상당한 향을 미

칠 수 있다.조사핵연료 의 축방향 높이,국부연소도,산화층 두께 등에 따른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특성을 고찰하 다.

정상 인 원자로운 시 핵연료의 연소도 증가에 따라 핵분열생성기체의

Xe/Kr비가 증가하게 된다.따라서 측정한 핵분열생성기체의 동 원소 비를 고

찰함으로써 핵연료의 연소이력 건 성을 측할 수 있다. 한 크립톤,제논

의 특정 동 원소비를 조합함으로써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평균연령 핵분열

생성기체(Fissiongasgeneration,FGG)계산코드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방출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동 원소 분포 측정결과를 연소도와

상 하여 고찰하 다.

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생성된 핵분열생성기체의 일부는 핵연료 내 자유공

간으로 방출되어 내압을 증가시킨다.핵분열생성기체의 핵연료조직 내 잔류

방출 특성은 조사핵연료의 연소거동 평가에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조사

핵연료의 방출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율을 고찰하 다.

□ 사용후핵연료/피복 화학결합 규명

국내에서 일부 연구자들이 짧은 시간 조사된 핵연료를 사용하여 소둔온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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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Xe확산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그동안 고방사성 시료인 조사핵연료 내 잔류

핵분열생성기체의 양,조성 동 원소분포에 한 정량 인 자료를 얻을 수 있

는 측정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측정시스템을 기반

으로 조사핵연료에 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조성 동 원소분포를 측정하

다.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핵연료 내 잔류 Kr Xe정량분석 차를

확립하 다.

□ 사용후핵연료/피복 화학결합 규명

고연소 경수로핵연료의 펠릿/피복 틈새에서 핵분열생성물,핵연료 피복

의 조성 원소 혹은 화합물 간 상호작용에 의해 펠릿/피복 간 화학결합을 야

기할 수 있고 이러한 화학결합이 핵연료의 연소거동에 향을 수 있다고 제

하고,몇 가지 모사시험을 통하여 이의 가능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

고연소 경수로핵연료의 펠릿/피복 간 화학결합 규명을 한 모사시험을 하

여 펠릿/피복 틈새에서 Cs과 UO2의 반응물로서 발견되는 세슘 우라네이트를

모사시편으로 합성 사용하 고, 다른 고연소핵연료 모사시편으로 연소도가

평균 연소도 보다 매우 높은 rim 역 국부연소 특성을 갖는 핵분열생성물,UO2

간 고용체인 U1-yFPyO2(FP=Gd
3+
)를 제조하여 사용하 다.

피복 재료로 사용되는 지르칼로이에 한 세슘 우라네이트의 상호작용은 무

엇보다 지르칼로이의 기질을 이루는 주성분원소인 지르코늄과 세슘 우라네이트

간의 반응성 향을 주로 받을 것이라는 제에,이를 조사하기 하여 순수한

지르코늄 속분말,지르코늄 산화물인 ZrO2들과 합성한 세슘 우라네이트를 혼합

하여 아르곤 분 기에서 가열하면서 무게 열특성 변화를 측정하 다.열분석

을 통한 지르코늄 속분말과 세슘 우라네이트의 반응성을 확인하고, 련 반응

식 반응기구 등 정량 인 정보를 얻기 하여 지르코늄에 해 세슘의 조성

즉 Cs-U-O/Zr의 비를 변화시켜 주면서 무게 열특성 변화를 측정하 다.실제

피복 재료로 사용되는 지르칼로이에 한 세슘 우라네이트의 상호작용을 조사

하기 하여,잘 알려진 피복 재료들인 Zircaloy-4,Zirlo 고-Nb성분 Zircaloy

(Nb1.5wt%)들의 평 시편과 Cs-U-O의 압분 pellet간의 확산 시험을 석

내 진공분 기에서 수행하고, 면의 표면 형태 원소의 성분분포를 SEM

EPMA로 측정하 다.지르칼로이에 한 다른 확산 시험으로,피복 재료

인 Zircaloy-4와 고연소 모사 U1-yFPyO2(FP=Gd
3+
)간의 확산 면에서 FP조

성(연소도)변화에 따른 상호작용 정도를 SEM EPMA를 사용 측정하 다.

핵연료 내 Cs화합물들로 본 연구에서 선택한 Cs2O CsI에 한 30∼1000℃

범 에서 열화학특성을 열분석기 (TG-DSC)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Cs2O의 U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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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약 400℃ (정상가동 핵연료와 피복 틈새온도)에서의 반응성을 규명

하기 하여,Cs/U(atom 비)를 약 2가 되도록 Cs2O와 UO2의 무게를 취한 혼합

시료에 해 30℃에서 400℃ 온도조건에서 가열시험을 하 다.가열시험 후 시료

들에 한 XRD 결정구조,SEM에 의한 형태(morphology) EPMA에 의한 표

면 Cs/U조성 측정을 수행하 다.

Cs2O와 UO2의 반응을 통한 U-Cs-O 생성반응에서 두 반응물 UO2,Cs2O 간의

반응당량 (stoichiometry)을 규명하기 하여 Cs/U (atom 비)가 각각 략 1,2

4가 되도록 Cs2O와 UO2의 무게를 취한 3개의 시료에 하여 30℃에서 610℃

까지 승온 가열시험을 하 다.가열시험 후 시료들에 한 XRD 결정구조 화

학분석에 의한 시료 U-Cs-O 생성정도를 측정하 다.Cs2O와 UO2의 반응에서

온도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phase pattern의 변화를 규명하기 하여 반응물

Cs2O와 UO2의 양을 Cs/U (atom 비)를 약 2가 되도록 하고 다른 온도 조건인

181℃ (72시간),270℃ (72시간),400℃ (24시간),500℃ (24시간)에서 반응시험을

한 후 시료에 한 XRD를 측정하 다.CsI의 UO2,U3O8에 한 반응성 시험을

하여 Cs/U (mole비)가 ∼2가 되도록 CsI와 UO2,U3O8의 무게를 각각 취한

혼합물에 해 30℃에서 400℃(Ar분 기,승온 속도 5℃/min)까지 승온 승온

후 400℃에서 24시간 유지 시의 무게를 측정하면서 반응을 추 하 다.

Cs2O와 다양한 연소도 범 의 모사핵연료 U1-yFPyO2 [FP=Gd;y=0.0.11(ca.

200 GWd/tU),0.22(ca.400 GWd/tU),0.26(ca.470 GWd/tU),0.33(ca.660

GWd/tU)들에 한 반응성을 시험하여 UO2fluorite결정 내 doped되어 있는

산화상태 핵분열생성물,Ln
3+
의 Cs2O와 UO2의 반응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

다.30→ 610℃,30→ 1000℃ 온도조건에서의 가열시험 후 시료에 한 XRD

측정 화학분석을 통한 U-Cs-O생성정도를 측정하 다.

피복 재료인 지르칼로이에 한 휘발성 핵종 2차상 화합물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기 하여 Zr,ZrO2들과 Cs2O,CsI를 혼합하여 아르곤(Ar)분 기 40

0℃,610℃에서 가열한 후 시료의 XRD를 측정하여 반응성을 조사하 다.

한 사용후핵연료와 피복 의 부 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피복 의 산화 등

반응생성물을 확인하기 하여 사용후핵연료 피복 에 하여 XRD로 구조분석을

수행하 다.

□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 생산

TI-MS에 의한
238
U보정법을 용한

238
Pu정량기술을 개발하 다.

238
Pu을 정량할

때 미칠 수 있는 동 원소 향의 근원은 Re필라멘트와 시약에 함유되어 있는
238
U

임을 확인하 으며
233
U,

239
Pu

238
U의 세기를 동시에 TI-MS로 측정한 후 총

238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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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기(mV)로부터
238
U의 세기(mV)를 빼주어 보정하 다.IAEA의 산하기 인

IRMM(InstituteforReferenceMaterialsandMeasurement,벨기에)이 Pu동 원소

비 국제 비교시험을 하여 원자력화학연구부에 시험 의뢰한 Pu 시료

(REIMEP-16-A)를 사용하 다.이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238
Pu과

239
Pu의 비가 6.6×

10
-5
범 에 있는 극히 작은 값이고 한 분석에 사용되는 Re필라멘트,시약, 자

질량분석기로부터 오는 오염 등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Pu동 원소 비를 측

정할 때
233
U이 98% 그리고

238
U이 0.8%인 U동 원소 표 물을 미량 넣어 측정하

고 이를 보정하도록 하 다.

239
Np을 스 이크로 사용하는 동 원소희석법으로

237
Np을 정량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
239
Np은 감마분 법으로 측정하 으며

237
Np은

237
Np표 물을 사용

하여 유도 결합 라즈마 질량분석법(ICP-MS)으로 각 동 원소의 세기를 측정하

여 회수율을 구하 다.

알 분 법과 열이온화 질량분석법(TI-MS)을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

어 있는 Pu,Np,Am Cm 동 원소를 각각 정량하 다.음이온교환수지로

Pu을 분리한 후
238
Pu,

239
Pu

240
Pu은 알 분 법과 TI-MS로,

241
Pu과

242
Pu는

TI-MS로,그리고
237
Np은 동 원소희석법으로 각각 정량하 다.Am과 Cm은 음

이온 교환수지법과 di(2-ethylhexyl)phosphoricacid(HDEHP)추출크로마토그래피

로 분리하고 황산염 매질에서 착한 후
241
Am,

242
Cm

244
Cm의 알 에 지

를 측정하여 정량하 다.측정된 이들 핵종의 함량은 Origen2 산코드에 의한

계산값과 비교하여 평가하 다.이들 악티나이드 선원항은 코드 검증 사용후

핵연료 장,수송 련 연소이득(burnupcredit)평가에 활용될 것이다.

□ 사용후핵연료 용해 침출거동 기술 황 조사

사용후핵연료와 지하수의 특성 그리고 실험에 필요한 모의 사용후핵연료,합성

지하수 산화/환원 분 기를 조 할 수 있는 장갑상자 등,하드웨어에 하여

조사하 다. 한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와 침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자

들에 하여 심도 있게 고찰하 다.UO2의 용해와 각종 핵종의 침출이 우라늄의

산화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심지층 처분장의 기조건은 물론 사용후핵연료의

장용기가 부식으로 인하여 방벽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사용후핵연료와

할 것으로 상되는 지하수의 특성[산화/환원 ,pH,무기 착이온의 농

도,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 장(radiationfield)에 의해 생성되는 물의 방사분해

생성물]과 사용후핵연료의 물리,화학 특성(악티나이드의 용해도,핵분열생성물

이 고정되어 있는 치,핵연료 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동공과 균열 등)에 의해

어떤 향을 받게 되는지도 조사하 다.이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해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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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와 침출 후에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표면 특성변화도 함께 기술하 다.

Ⅳ.연구개발결과

□ 조사핵연료 악티나이드 동 원소 분포 특성 규명

PWR핵연료의 연소도 측정을 해 화학 용해방법을 사용하 으며 그 측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시료용해는 1:1질산과 진한질산에서 각각 90℃로 8시간

용해하 다.용해 후에 용해용액을 1:1질산으로 희석하고 스 이크(
233
U,

242
Pu,

150
Nd)를 첨가한 것과 첨가하지 않은 사용후핵연료 시료를 비하 다.이온교

환 크로마토그래피(BioradAG 1x4and1x8)로 U,Pu Nd를 분리하고,각각

의 U,Pu Nd를 열이온화질량분석기 (TIMS)로 측정하 다.사용후핵연료 총

연소도를 Nd-148방법으로 계산하 다.

국부 화학특성을 측정하기 하여 고방사성 시료를 핫셀로부터 러 박스로

편리하고 안 하게 이송하기 한 이송장치를 개조하 다.이송장치는 연결부

와 매우 잘 맞도록 하여 이송장치가 연결부 와 안 하게 합쳐진 경우에만 도

어가 열리도록 하 다. 비된 시료는 동 원소 비 측정을 해 러 박스 내

의 ablation chamber로 이동하 다.사용후핵연료 내 핵분열생성물
236
U,

239
Pu,

240
Pu,

241
Pu,

237
Np,

243
Am,

244
Cm

144
Nd,

137
Cs,

100
Mo 몇몇 휘발성 원소

에 해 LA-ICP-MS로 동 원소 분포를 측정하 다.266nm의 Q-switched

Nd:YAG 이 로 시료채취를 수행하 다. 이 는 출력의 45 %(4mJat

100%),10Hz,채취시간 2s로 시료채취를 하 으며,용발된 입자는 Ar을 운반기

체로 하여 PVC 을 통해 ICP-MS로 운반되었다.ICP-MS시스템은
238
U을 사

용하여 최 이온세기가 되도록 최 화하 다.핵연료 심부에서 500μm 간

격, 간부에서는 200∼300μm간격,림 역 근처에서는 100μm 간격으로 시료

채취를 수행하 다.동 원소 반경방향 분포를 보기 해
235
U피크에 한 피크

비를 사용하 다.LA-ICP-MS 시스템으로 악티나이드,핵분열생성물(Mo,Cs

andNd) 휘발성 원소의
235
U에 한 반경방향 분포를 성공 으로 측정하

다.
235
U의 성자 포획에 의해 생성되는

236
U의

235
U에 한 비는 거의 일정하

으나,Pu,MA 다른 핵분열생성물은 림 효과로 인해 펠릿 가장자리에서

상당히 증가하 다.비교를 해 ORIGEN2코드로 동 원소 비를 계산하 으

며,측정값과 계산값은 비교 잘 일치하 다.사용후핵연료는 기 시료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치에서의 반복실험을 통한 재 성으로 측정자료의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 다.측정된 상 표 편치(RSD)는 시편의 연소도와 핵종

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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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 운 이나 핵연료 방출 후 냉각 에 UO2구조가 여러 과정에 의

해 변하게 된다.이러한 변화의 주된 이유는 연소도가 40GWd/tU 이상이 되

면 펠릿의 가장자리에서
238
U의 성자 포획에 의해 국부연소가 증가하는 것과

련이 있다. 이 바깥쪽 링 역(rim 역)의 주목할만한 변화는 매우 작은

grain과 마이크로 pore의 생성이다.비록 림 역이 매우 얇지만 부피는 연료의

4∼8%에 해당되며,림구조는 핵연료의 팽창 (swelling)과 낮은 열 도도의 원

인이 된다는 을 기억해야 한다.다른 명확한 변화는 조사손상에 의한 결함의

생성으로 격자의 팽창이 일어난다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차폐

micro-XRD 시스템을 이용하여 PWR 사용후핵연료의 구조변화를 측정하 다.

사용후핵연료의 경우,방출되는 감마선으로 인해 XRD 신호의 바탕값이 무

커서 신호를 감지하기 어려웠다.따라서 회 패턴을 얻기 해서는 바탕값 신호

를 일 필요가 있었다.따라서 바탕값을 이기 하여 시료홀더와 검출기를

텅스텐으로 차폐하 으며,개조된 시스템을 사용후핵연료에 용하 다.사용후

핵연료를 측정한 결과 격자상수 값은 반 으로 조사 핵연료(UO2,fcc,a=

547pm)의 격자상수 높게 나타났으며,이는 원자로 가동 의 조사손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비록 분명하지는 않지만 57.6GWd/tU의 핵연료의 경우 rim

역에서 격자수축이 찰되었다.고리 3호기에서 연소한 UO2-5.98wt%Gd2O3

사용후핵연료(S41-B13-7,연소도 41GWd/tU)와 Zirlo피복 의 반경방향에

하여 결정구조 변화를 측정한 결과,사용후핵연료 팰렛의 외부면(Rim 역)에서

격자상수 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즉,UO2-5.98wt% Gd2O3사용후핵연

료에서도 두께가 100μm 미만인 rim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 사용후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분포 특성 연구

미량 핵분열생성기체의 정량분석을 한 기체주입장치를 제작하 으며,기체

주입장치는 표 기체공 장치,기체주입쳄버 시료포집병으로 구성된다.기체

주입장치 제작에는 해연마된 스테인 스 스틸을 사용하 다.표 기체 공 장

치는 다수의 고압실린더를 장착할 수 있는 메니폴드 형식으로 제작하 다.기체

주입쳄버에는 진공계, 압력계,배기계,port 진공펌 를 설치하 다.기체

주입쳄버의 외부에 히 멘틀을 피복하여 200℃까지 베이킹할 수 있도록 하 다.

기체주입쳄버의 최종 방출구는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정 리크밸 와 연결하

다.기체주입장치의 진공배기 시 기압에서 5분 이내에 10
-4
torr에 도달되었

으며,최고 10
-6
torr의 진공도를 유지하 다.실온에서 기체주입장치의 진공 설

도는 2.91x10
-7
torr/min로 측정되었다.시료 포집병은 해연마된 스테인리스강

튜 로 제작하 다.제작한 시료 포집병의 내용 은 969.3±1.0cm
3
(20℃,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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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수 약 95%)이었으며 기체주입쳄버의 내용 은 546.9±0.1cm
3
이었다.시료

포집병에 약 800mL헬륨을 포집하여 시료 주입쳄버에 연결했을 때 압력이 401

torr로 측정되었다.방사선 안 을 고려하여 시료 포집병에 기압 이하로 시료

를 포집하고자 한다.

미량기체 시료 조성의 정량분석 동 원소 분포를 측정하기 해 국

HIDEN사의 HPR-20QICQuadrupolemassspectrometer(QMS)를 구매하 다.

이 기기는 polesize9mm,threefilter PIC검출기를 갖추고 있는 고성능 사

극자질량분석기이다.SME 압 2400V,emissioncurrent400μA,scanning

time500ms에서 공기 약 5.2ppm 존재하는 He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SME 압 2400V,emissioncurrent1000μA,scanningtime500ms에서

공기 약 1.1ppm 존재하는 Kr동 원소 82,83,84,86의 피크를 확인하 다.

같은 조건에서 공기 약 0.087ppm 존재하는 Xe동 원소 129,131,132,134,

136의 피크를 확인하 다.

조사핵연료 융해방법으로 불활성기체융해법을 선정하 다.조사핵연료의 융해

실험에 LECO RH-600Hydrogen determinator(수소분석기)본체 LECO

EF-500electrodefurnace( 극로)를 사용하 다. 속조연제로는 Sn,Fe,Ni,

Cu,흑연 등을 단독 혹은 복합으로 사용하 다.경수로형 조사 UO2소결체

를 약 4～10배의 Sn,Fe,Ni의 속조연제와 함께 750A에서 약 50 간 융해 시

완 한 속합 형태로 융해되었다.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속조연제로 Cu사

용 시 융해물에서 uranium oxide형태의 편이 많이 발견되었다.경수로형 조

사 UO2소결체를 Ni,Sn,흑연 등과 함께 850A에서 50 간 융해 시 완 히

융해되었으나 흑연 사용에 의해 다랑의 분진이 발생되었다.연소도 60GWd/tU,

냉각기간 15년 기 으로 제조한 SIMFUEL 편을 Sn,Fe,Ni,Cu,흑연 등의 조

연제와 함께 750A～900A에서 융해하 다.SIMFUEL0.1g을 약 10배의 Sn혹

은 Fe와 함께 750A에서 약 50 간 융해한 융해물에서 부분 으로 우라늄 산화

물의 상이 검출되었다.그러나 결정립의 크기가 작아졌는데 이것은 불활성기체

융해에 따른 산소 potential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SIMFUEL약 0.1g

을 약 10배의 Ni,Ni Sn,혹은 Ni Fe조연제와 함께 900A에서 50 간

융해하 을 때 융해물에서 기포 형태의 속 합 이 생성되었다. 한 이 속

합 상에서 부분 으로 oxidephase의 융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이 융해

조건에서 SIMFUEL소결체가 완 히 융해될 수 있지만 고 류 사용에 의해 상

부 극과 융해물의 험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SIMFUEL약 0.1g을

약 10배의 Ni,Sn,흑연분말 등 복합 조연제와 함께 850A에서 100 간 융해 시

완 융해되며 UMC계열의 균일한 합 이 생성되었다.그러나 흑연 분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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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다량의 분진이 발생되었다.SIMFUEL약 0.1g을 약 10배의 Ni,Sn복

합조연제와 850A에서 100 간 융해 시 융해물은 순수한 속 합 이었으며 분

진이 발생되지 않았다.따라서 이 융해조건이 가장 좋은 융해조건으로 생각된다.

불활성기체융해법에 의한 핵연료 시편 융해 시 방출되는 기체를 정량 으로

포집할 수 있는 포집장치를 제작하 다. 기체 포집장치는 mass flow

controller(MFC),MFCdisplay,3-waysolenoidvalve,valvecontroller,pressure

compensator,pressuregauge,diaphragm pump 시료포집병으로 구성된다.

이 기체 포집장치는 수소분석기(RH-600)의 정상 인 작동을 유지하면서 방출되

는 기체를 포집병에 정량 으로 포집할 수 있는 장치이다.

수소분석기(RH-600)를 정상 으로 작동시키면서 극로(EF-500)에 부착된

Anhydrone칼럼 단에 표 기체를 주입하여 회수율을 측정하 다.1.0mL

sampleloop를 통하여 표 기체 주입 후 약 1분간 포집하 을 때 Kr의 회수율

은 약 100% 지만 Xe회수율은 10% 이하 다.따라서 극로(EF-500)에 부착

된 기체정화 칼럼에 의해 Xe유출시간이 지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같은 치에 주입한 기체를 약 2분간 포집하 을 때 Kr,Xe의 회수율은 92%～

100%로 나타났다.회수율 측정 시 주입한 Kr Xe의 양은 약 0.46～4.6μL범

이며 2분간 시료 포집병(969.3cm
3
)에 포집한 Kr Xe의 농도는 약 0.5pp

m～1.0ppm 범 이다.

이온주입법으로 알루미늄 호일에 일정량의 Kr혹은 Xe이 주입된 기 시편을

제조하 다.지름 약 80mm의 알루미늄 호일에 가속 압 70keV,400keV로

Kr혹은 Xe을 주입하 다.이온주입한 알루미늄 호일의 Kr,Xe농도 결정에는

1.7 Mev Tandem VDG Accelerator의 부속 분석기기인 Rutherford

backscatteringspectroscopy(RBS)를 이용하 다.RBS분석법은 표 시편이 필요

없는 분석법으로 정량분석의 상 불확도는 ±5%이다.이온주입 알루미늄 호

일의 RBS분석결과 알루미늄 호일에 따라 Kr농도는 2.43±0.07x10
16
ions/cm

2
,

3.29±0.08x10
16
ions/cm

2
로 확인되었으며,Xe농도는 2.57±0.05x10

16
ions/cm

2
로

확인되었다.

이온주입법으로 제조한 Kr,Xe기 시편을 이용하여 Kr Xe의 회수율을 측

정하 다.Kr Xe주입 알루미늄 호일의 무게와 사 극자질량분석기로 측정한

포집 기체시료의 Kr Xe의 이온세기(c/s)사이에 좋은 직선성을 보 다.따라

서 알루미늄 호일에 Kr혹은 Xe이 균일하게 주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회

수율 측정에 사용한 알루미늄 호일의 무게는 약 0.003～0.01g이었으며 시료포집

병(969.3cm
3
)에 포집한 기체의 Kr Xe농도는 약 2～3ppm 범 다.이 농

도범 에서 Kr Xe주입한 알루미늄 호일의 융해 포집에 의한 Kr X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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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은 약 96～108%로 확인되었다.

차폐 로 박스 제작 Mock-up장치를 제작하여 시험운 하 다.Mock-up

장치에 조사핵연료 융해장치로 사용할 수소분석기(RH-600), 극로(EF-500)

정 울 등을 설치하 다.원격조종기에 의한 조작이 용이하고 고방사선 환경

에 용할 수 있도록 차폐 로 박스에 설치될 기기 장치의 일부를 개조하

다. 극로의 시료 투입구에 깔때기를 부착하여 작은 편 형태의 조사핵연료를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하 다.반도체부품은 고방사선에 약하므로 정

울의 무게센서와 디스 이 부분을 분리하 다.분리된 디스 이 부분은 차

폐 로 박스 외부에 설치하 다.차폐 로 박스 내에 설치될 극로(EF-500)의

원활한 작동을 해 “UP/DN” “Vacuum"버튼 등을 차폐 로 박스 면에

추가로 제작,부착하 다.차폐 로 박스 내부 기기 작동 시 작동소리를 감지할

수 있도록 인터폰을 설치하 다.핵연료융해장치 콘트롤 트인 수소분석기

(RH-600)본체와 기타 부속 장치를 설치할 아크릴 로 박스를 제작하 다.아

크릴 로 박스에는 수소분석기 본체(RH-600),시료포집병,기체포집장치 등을

설치하 다.

차폐해석결과 연소도 50GWd/tU,냉각기간 3년의 조사핵연료 1.0g취 시

차폐 로 박스 표면선량율 2.5mR/hr로 유지하기 해서는 10mm 두께의 철

재 임에 약 70mm 두께 이상의 납차폐가 요구되었다.따라서 차폐 로 박

스의 각 차폐면은 두께 10mm의 철제 임에 납 두께 80mm의 주조방식으로

제작하 다.차폐 로 박스의 외형 크기는 폭 1,600mmx깊이 1,500mmx높이

1,590mm 정도이며,총 량은 약 17톤 정도이다.차폐 로 박스 좌측면 후

면에 유지 리용 도어를 설치하 다.차폐 로 박스의 면에 가로 500mmx세

로 400mmx70mm 납(99.9%)차폐 등가 두께의 납유리를 부착하 다.

라이 박스 제작에는 4mm 두께의 마감처리된 스테인 스 스틸 철 을 사용

하 다.라이 박스 상부에는 내부 조명 필터를 설치 할 수 있는 구멍을 가

공하 다.차폐 로 박스의 우측면에는 가로 580mm x세로 610mm x두께

200mm 크기의 스크 어 터를 설치하 다.차폐 로 박스 설치에 따른 건물

바닥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해 지하보강 지지 를 조사후시험동 화학시험시설

7414호 지하에 설치하 다.공기여과시스템은 기,배기 필터박스,fan,duct등

으로 구성하 으며 HEPA필터를 사용하 다.

차폐 로 박스 설치 실험실 상부면 상부보에 10톤 성능의 체인블럭 2

를 설치하여 차폐 로 박스 인양에 사용하 다.차폐 로 박스의 실험실 내

견인 인양에는 체인블록 와이어를 사용하 다.차폐 로 박스 지지

가 설치 치에 정확하게 안착된 후 도어,납유리, 스크 어 터 원격조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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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가지 부속장치를 설치하 다.차폐 로 박스 내부 조명은 LED 방식으

로 하 다.차폐 로 박스 내부에 극로(EF-500),진공청소기,정 울 시

료보 함 폐기물보 함 등을 설치하 다.

차폐 로 박스를 DUPline에 연결하 을 때 차폐 로 박스 내부의 부압은

약 50mm H2O를 유지하 다.팬을 작동시켰을 때 차폐 로 박스 내부의 부압

은 약 60mm H2O로 10mm H2O 정도 부압이 증가하 다.차폐 로 박스 내

라이 박스 천정에 국산 LED조명등인 EZLED-Full-Atype2 를 설치하 다.

이 LED 조명등 1 는 11개의 LED로 구성되어 있다.이 LED 조명등 2 를

켰을 때 차폐 로 박스 내부의 모든 조작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조도를 유지

하 다.1 의 베타-감마형 원격조종기로 차폐 로 박스 내 기기 부속장치의

작동이 가능하 다.Ir-19250Ci 선원을 차폐 로 박스 앙부에 치하

을 때 각 차폐면의 표면선량이 2.5mR/hr이하로 측정되었다.

방사선차폐 러 박스 아크릴 러 박스 내에 수소분석기(RH-600), 극

로(EF-500) 기타 부속장치 설치 완료 후 기기의 성능을 검하 다.수소분석

기(RH-600)작동결과 outgassing950A,analyzing750A에서 바탕값 “0”으로

정상작동 되었다. 극로(EF-500)에 시료 투입과 동시에 미리 진공 배기한 시료

포집병을 열고 140 간 포집 시 수소분석기(LECO RH-600)가 정상 으로 작동

되었다.

조사핵연료 편 시료 0.0652g을 니 바스켓 1개(1.0g),주석 펠릿 2개(1.0

g)함께 outgassing900A,analyzing(fusion)850A에서 100 간 융해하면서

방출기체를 120 간 포집하 다.융해물은 덩어리상태로 흑연도가니 내에 분리

되어 있었다.조사핵연료의 1차 융해 시 포집한 기체를 사 극자질량분석기로

정량분석한 결과 시료 포집병 내 Kr의 농도는 8.37ppm,Xe의 농도는 93.7ppm

으로 측정되었다.이것을 기 으로 계산하면 조사핵연료 내 Kr,Xe농도는 각각

0.110mL/gUO2,1.23mL/gUO2가 된다.1차 융해실험에서 얻은 융해물을 같

은 조건에서 재융해 하고 방출기체를 포집 측정하 다.1차 융해물의 재융해 시

포집기체에서 Kr은 검출한계로 측정되었으며,Xe의 잔류농도는 0.004 mL/g

UO2로 계산되었다.이 값은 조사핵연료 1차 융해 시 포집기체 Xe농도의 약

0.3% 에 해당된다.따라서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약 99% 이상이

1차 융해과정에서 방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사선차폐핵연료융해시스템을 구축한 후 실제 조사핵연료에 한 용성 시

험을 수행하 다. 용성 시험 조사핵연료의 코드연소도는 54.5GWd/tU이며 냉

각시간 약 1년 정도이다. 용성 시험 조사핵연료 에서 천공/포집한 방출핵분

열생성기체의 기체크로마토그라피 주입압력은 415-426torr범 다.측정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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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시료의 평균 크립톤 제논 농도는 각각 1.05%,10.1% 으며,평균 Xe/Kr비

는 9.6으로 계산되었다. 한 측정한 3개 시료의 크립톤 제논 상 측정불확도

는 0.5% 이하로 좋은 재 성을 보 다.사 극자질량분석기에 의한 방출핵분열

생성기체 시료의 측정결과 크립톤 제논 평균농도는 각각 1.09%,10.1% 으며

평균 Xe/Kr비는 9.3으로 기체크로마토그라피에 비해 크립톤이 약간 높게 측정되

었다. 한 측정한 3개 시료의 크립톤 제논 상 측정불확도는 각각 1.0%,

0.6%로 기체크로마토그라피에 비해 측정 재 성이 떨어졌다.

용성 시험 조사핵연료 소결체의 반경방향 심, 간,외부로 폭 1.2mm x

길이 1.2mm x깊이 2.0mm 크기의 시료를 비하 다. 용성 시험으로 선정

한 시료의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결과 크립톤 제논이 각각 0.073-0.101

cc/gU, 0.680-0.956 cc/gU로 검출되었다.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분포는

0.759-1.328cc/gU범 으며 소결체 외부에서 가장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다.

조사핵연료의 핵분열생성기체 분포자료 생산을 해 핵연료 설계 특성 연

소이력이 명확한 조사핵연료 을 선정하 다.시험 집합체는 코드 측 연소도

56.9GWd/tU이며 냉각시간은 1357일이다.시험 조사핵연료 의 체 길이(full

length)는 4094mm이며 핵연료가 충진된 길이(activelength)는 3810mm이다.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기체크로마토그라피 측정결과 크립톤 제논의 평균

농도는 각각 1.20%±0.01%,11.6%±0.1%로 계산되었다.기체크로마토그라피로 측

정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Xe/Kr는 9.67이었다.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사 극

자질량분석결과 크립톤 제논의 평균 농도는 각각 1.18%±0.06%,11.5%±1.1%

로 계산되었다. 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Xe/Kr비는 9.75로 계산되었다.측정

한 조사핵연료의 방출핵분열생성기체는 시험 핵연료 의 연소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평균 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을 나타내었다.

조사핵연료의 축방향 치에 따른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 특성을 규명하고자

평균연소도 부분에서 피복 외부산화층 두께가 크게 증가하는 4곳을 시료 채취

치로 선정하 다.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 외에 조직검사,수소화, 도 등

기타 물리화학 시험에 사용하기 해 1개 구역의 시료 크기는 40mm 두께로

하 다. 시료명 채취 치는 다음과 같다:S1;618-658mm,S2;1908-1948

mm,S3;2696-2736mm,S4;3537-3577mm.

시료 채취 부분의 국부연소도는 53.2-61.6GWd/tU 범 으며 평균 연소도는

58.1GWd/tU으로 계산되었다.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른 평균 잔류핵분열

생성기체 측정시료(bulk시료)는 각 축방향 치에서 1mm 두께로 비하 다.

각 치에서 8개의 조각시료(bulk시료)총 32개 시료의 잔류핵분열생성기체를

측정하 다.조사핵연료 소결체 반경방향에 따른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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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기 해 국부시료(local시료)를 채취하 다.조사핵연료 소결체 반경방향

으로 폭 1.3mm x깊이 2.0mm x길이 2.0mm의 심, 간,외부의 3개 시

료를 비하 다.반경방향 시료는 축방향 높이에 따라 3개씩 총 12개를 취하여

잔류핵분열생성기체를 측정하 다.

조사핵연료 조각시료 약 0.05-0.2g의 불활성기체융해 시 방출되는 기체를 120

간 포집하여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조성 동 원소분포를 측정하 다.조사

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라 4개 구역에서 1개 구역 8개 총 32개의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를 측정하 다.조사핵연료 융해 측정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자료 3개를 제외한 29개의 측정 자료를 생산하 다.조사핵연료 융해 시

운반기체 유량 450cc/min에서 120 간 시료포집병에 포집한 평균 포집량은

0℃,1기압의 표 상태에서 905.42cc로 계산되었다.

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라 채취한 4개 구역 4개 시료의 평균무게는

0.1074-0.1526g범 으며 평균 0.1305g으로 계산되었다.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 시 사용한 조사핵연료 무게의 평균 상 불확도는 약 19%로 계산되었다.시

험 조사핵연료 4개 치에서 측정한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크

립톤 농도범 는 0.114-0.139cc/gU이었으며 평균 0.130cc/gU으로 계산되었다.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제논 농도 범 는 1.073-1.338cc/gU이었으며 평균 1.247

cc/gU으로 계산되었다.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Xe/Kr비는

9.41-9.76범 으며 평균 9.58로 계산되었다.시료 상호간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크립톤 제논 상 측정불확도는 각각 8.63%,9.90%로 제논이 높게 나

타났다.이것은 시험 조사핵연료 내 핵분열생성기체 잔류율의 비균질성을 의미

한다.

코드계산 핵분열생성기체발생량(Fissiongasgeneration(FGG))기 으로 계산

한 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른 4개 구역 조사핵연료의 핵분열생성기체 잔

류율은 약 75-84% 범 으며 평균 약 80%이었다.조사핵연료 내 핵분열생성기

체의 잔류율은 핵연료 의 축방향 높이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S4시료

에서 약 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 조사핵연료 내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

율은 측정 시료의 국부연소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원자로 내에서 1차 냉각재와 하고 있는 핵연료피복 외부산화층 두께는

12.8-41.5μm 범 로 축방향 높이에 따라 증가하 다.피복 의 외부산화층 두께

증가에 따라 조사핵연료 내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핵연료의 도 변화는 핵연료조직 내 핵분열생성기체 잔류특성에 향을 미

친다.조사핵연료의 기 설계 도는 10.44g/cm
3
(95% TD)로 제조되었다.축방

향 높이에 따라 채취한 조사핵연료의 도는 10.167-10.239g/cm
3
범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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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0.191g/cm
3
로 계산되었다.조사핵연료의 도 측정결과 3566mm에서 채

취한 S4시료가 10.239g/Cm
3
로 가장 높았으며 부피 변화는 1.963% 다.

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라 채취한 S1,S2,S3,S4시료의 소결체 반경

방향에 따른 잔류핵분열생성기체 농도는 각각 1.264-1.571cc/gU,1.263-1.482

cc/gU,1.165-1.473cc/gU,1.190-1.311cc/gU 범 로 측정되었다.채취한 4개 시

료 모두 소결체의 반경방향 심에서 외부로 가면서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율이

높은 경향을 보 다.조사핵연료의 미세조직 찰결과 소결체 심부분에서 많

은 균열,공극 등이 발견되었으며 결정립 표면에 미세기포가 집 되어 있었다.

핵연료 소결체의 심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 열 손상(thermaldamage)이 크

며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른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Xe/Kr비는 9.41-9.76

범 로 나타났다. 조사핵연료 의 천공/포집에 의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Xe/Kr비는 9.59로 측정되었다.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른 잔류핵분열생성

기체 천공/포집에 의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Xe/Kr는 핵연료의 연소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시험 조사핵연료의 크립톤 제논 동 원소비 조합으로 핵연료의 연소거동을

측할 수 있다. 한 이 자료는 핵분열생성기체(Fissiongasgeneration,FGG)

계산코드 개발 연소특성 평가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핵분열생성기체

(Fissiongasgeneration,FGG)계산코드 개발 시
135
Xe의

136
Xe 환율을 정확하

게 측해야 한다.이때 핵연료 연소도에 따른 방출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136
Xe/(

131
Xe+

132
Xe)비가 유용한 자료가 된다.조사핵연료의 잔류 방출핵분열

생성기체의
136
Xe/(

131
Xe+

132
Xe)비는 연소도에 따라 직선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천공/포집에 의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양은 0℃ 1기

압의 표 상태에서 각각 5.7cc,54.6cc이었으며,총 핵분열생성기체 방출양은

60.3cc로 계산 되었다.핵연료 제조 설계조건 운 연소도 56.9GWd/tU을

기 으로 SCALE6ORIGEN-S코드에 의한 크립톤 제논의 생성량은 표 상태

에서 각각 285,2816cc이며 총 3101cc로 계산되었다.핵분열생성기체의 코드

계산량과 천공/포집에 의한 방출량을 기 으로 하 을 때 시험 조사핵연료의 핵

분열생성기체 방출율은 1.94%로 계산되었다.

조사핵연료 4개 구역에서 측정한 조사핵연료 내 잔류 크립톤 제논의 평

균 농도는 0℃,1기압의 표 상태에서 0.130cc/KgU,1.247cc/gU이었다.측정한

잔류 크립톤 제논의 평균 농도로 계산하면 시험 조사핵연료 내 잔류 크립톤

제논의 양은 0℃,1기압 표 상태에서 각각 238cc,2283cc가 되며 핵분열

생성기체 잔류량은 2521cc가 된다.천공/포집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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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더하면 크립톤 제논 발생량은 표 상태에서 각각 244cc,2338cc가 되

며,총 핵분열생성기체량은 2582cc가 된다.따라서 실제 측정 데이터로 계산한

핵분열생성기체의 핵연료 내 방출율은 2.33%로 계산되었다.

□ 조사핵연료/피복 화학결합 규명

고온에서 Zircaloy의 산소에 한 산화 반응성을 규명하기 하여,산소분 기에

서 승온 가열하면서 측정한 열분석결과에 의하면 3종의 지르코늄 합 ,Zircaloy-4,

Zirlo 고 Nb성분 Zircaloy모두 750℃이하의 온도에서는 무게 열 흐름 값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750℃를 분기 으로 높은 온도에서 무게 증가 곡선의 기울기

열 흐름 값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이러한 무게증가 열 흐름 값의 큰 변화

는 Zircaloy의 산화반응에 의한 것으로,이러한 실험결과로부터 Zircaloy가 750℃이

상의 고온에서는 산소에 한 반응성이 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750℃이하에서는

산소에 해 비교 안정함을 알 수 있었다.경수로의 정상가동 Zircaloy피복

온도가 750℃보다 많이 낮은 300∼330℃이고,UO2핵연료의 산소퍼텐셜을 고려하면

경수로 핵연료에서 산소에 의한 Zircaloy피복 의 산화는 매우 제한 일 것으로

추정된다.

경수로핵연료/피복 틈새에서 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면들 간의 반응

성을 규명하기 하여,UO2 모사 화합물인 세슘 우라네이트(U-Cs-O)와 Zr과

ZrO2분말의 혼합물(UO2/Zircaloy,U-Cs-O/Zircaloy,U-Cs-O/ZrO2)을 Ar분 기

에서 승온 가열하면서 열분석(TG-DTA)결과를 얻었다.무게 열흐름 값의 변화

로 추정할 때 U-Cs-O/Zr혼합물만 반응성을 보 고 UO2/Zr,U-Cs-O/ZrO2들은

반응성이 없었다.[U-Cs-O]/[Zr]비 변화에 따른 U-Cs-O/Zr혼합물의 열분석

(TG-DTA)결과의 무게 감손경사 변화는 U-Cs-O와 Zr간 반응속도가 U-Cs-O의 농

도와 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이러한 결과들은 Zircaloy피복 내부표면 산

화가 핵연료인 UO2와의 직 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세슘 등 반응성이 강한

핵분열생성물이 포함된 2차상 화합물에 의할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고연소핵연료 2차상 화합물인 세슘 우라네이트가 피복 과 계면 시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을 규명하기 하여,합성한 모사화합물인 U-Cs-O와 실제 피복

재료들인 Zry-4,Zirlo,고 Nb-Zry(KAERILab.)의 확산 시험 후 표면의 형태와 성

분분포를 측정하 다.Zircaloy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3종 모두가 기의

매끈하 던 표면과 달리 주성분이 U과 O이고 극소량의 Zr과 Cs이 포함된 2차상들

이 유착되어 있었고,2차상 외 역의 성분은 U이 포함되지 않은 Z과 O이 주성분

인 ZrO2임을 확인하 다.이러한 결과는 U-Cs-O와 Zircaloy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

착 혹은 Zircaloy표면산화를 유발시킬 수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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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 연소도가 ～200GWd/tU에 이르는 rim 역의 산소 퍼텐셜이 Zircaloy피복

에 어떤 향을 미칠지 규명하기 하여,연소도 차이가 있도록 제조한 몇몇 모사

고연소핵연료 U1-yFPyO2(FP=Gd)와 피복 재료의 하나인 Zry-4와의 확산 시험

후 표면의 형태와 성분분포를 측정 비교하 다.연소도에 계없이 Zry-4표면에

주성분이 U,Gd,O혹은 U,Zr,Gd,O인 돌기가 발견되었으나,연소도가 클수록

돌기의 크기가 크고 분포가 많이 생겼다.그리고 돌기 외 역의 O/Zr비가 y=0∼

0.1범 에서는 0.25,y=0.19인 경우는 ∼2로 연소도에 따라 상이하 다.이러한 결

과로 부터 Zircaloy의 산화가 국부연소도가 클수록 커지는 산소 퍼텐셜(ΔG
o
)의

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피복 경계면과 피복 바깥표면을 포함하는 사용후핵연료에 해 방사선 차폐

micro-XRD시스템과 EDS(energydispersivespectroscope) WDS(wavelength

dispersivespectroscope)가 장착된 SEM(scanningelectronmicroscope)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측정된 역은 피복 ,경계면 핵연료 림 역의 세부분으

로 구분된다.피복 에서는 Zr이 주성분이며,반응층에서 그 함량이 약간 감소하

으며,림 역에서 확연하게 감소함을 확인하 다.U함량은 림 역과 반응층 경계

면에서 확연히 감소하 으며,이는 반응층으로의 우라늄의 확산이 크지않음을 말해

다.산소의 함량은 반응층에서 약간 감소하 으며,피복 에서 확연히 감소하

다.이러한 원소 분포로부터 피복 이 핵연료로부터 산소를 받아들여 Zr산화물로

된 반응층을 생성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피복 바깥쪽 표면에서는 ZrO2

ZrH2생성이 찰되었다.그러나,이들 회 패턴은 충분히 신뢰할 만큼 피크가

크지 않았다.이러한 작은 신호세기는 부식층이 매우 얇고,XRD시스템의 분해능이

제한 (ca.50μm)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SEM 이미지로부터 피복 에서 두

개의 다른 층이 찰되었다.바깥층의 두께는 약 16μm정도로 EDS WDS로 Zr

과 O의 함량 분석결과 바깥층은 Zr산화물임이 명되었다.이 역은 냉각수로부

터 산소의 확산에 따른 피복 의 부식층을 보여주는 것이다.고리원 Gd함유 핵

연료의 Zirlo피복 시편의 두께방향으로 XRD스펙트럼 측정 결과,핵연료/피복

경계부 는 물론 Zirlo피복 의 외부층에서도 반응생성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즉,Zirlo피복 의 부식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단된다.

□ 사용후핵연료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 생산

동 원소 희석법에서 스 이크로 사용하는 239Np의 검량곡선을 구하 다.

239Np의 감마에 지(277.86KeV)를 측정한 결과 0~30Bq구간에서 좋은 직선

계(r2=0,992)를 보 다.그리고 ICP-MS에 의한 237Np의 검량곡선은 0.1~1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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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서 좋은 직선 계(r
2
=0.998)를 나타내었다.10ng의

237
Np를 함유한 모의시

료에서 동 원소 희석법으로
237
Np의 회수율을 구한결과 95.85±9.76%이었다.

Pu시료(REIMEP-16-A)를 상으로
238
U의 향을 보정하지 않은

238
Pu과

239
Pu의

비 측정값은 0.0006851로 약 10배 정도 큰 값이었다.그러나
233
U스 이크 용액을 넣

고 보정한 값은 0.0000966±0.0000122로서 기 값(0.00006696)보다 약 30% 정도 큰 값

을 얻었다.이 결과는 극미량의 동 원소비를 측정할 때 흔히 얻을 수 있는 오차이지

만 실제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238
Pu은 약 3%이므로 기 값에 근 한 보정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연소도가 16.7~59.0GWd/MtU 범 인 2,4호기 울진 3호기 고리 3호

기 핵연료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악티나이드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238
Pu :

0.039~0.56,
239
Pu :5.37~6.49,

240
Pu :2.07~3.52,

241
Pu :0.93~1.91,

242
Pu :

0.32~1.33,
237
Np:0.152~1.064,

241
Am :0.089~0.45,

242
Cm :7.4×10

-5
~2.9x10

-4
,

244
Cm :7.7×10

-3
~0.2μg/mgU 이었다.Origen2 산코드에 의한 계산값(c)과

측정값(m)을 비교한 결과 고연소 핵연료(55.9~59.0MWD/MtU)의 경우 m/c가

238
Pu은 1.12±0.08,

239
Pu:1.00±0.03,

240
Pu:1.13±0.02

241
Pu:0.97±0.09,

242
Pu:

1.11±0.09,
241
Am :1.14±0.12,

242
Cm :0.99±0.23그리고

244
Cm은 1.44±0.15로 각각

나타났다.

□ 조사핵연료 용해 침출거동 기술 황 조사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 처분(deeprepository)에 련된 안정성 평가를 하여

고려해야 할 사용후핵연료의 지하수 용해 침출거동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기본 으로 이해해야 할 사용후핵연료와 지하수의 특성 그리고 실험에 필요한

모의 사용후핵연료,합성 지하수 산화/환원 분 기를 조 할 수 있는 장갑상

자 등 하드웨어에 하여 조사하 다. 한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와 침출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자들에 하여 심도 있게 고찰한 결과,UO2의 용해와

각종 핵종의 침출이 우라늄의 산화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심지층 처분장의

기조건은 물론 사용후핵연료의 장용기가 부식으로 인하여 방벽 기능을 상실하

게 되었을 때 사용후핵연료와 할 것으로 상되는 지하수의 특성[산화/환원

,pH,무기 착이온의 농도,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 장(radiationfield)에 의

해 생성되는 물의 방사분해 생성물]과 사용후핵연료의 물리,화학 특성(악티나

이드의 용해도,핵분열생성물이 고정되어 있는 치,핵연료 조사 과정에서 생성

된 동공과 균열 등)에 의해 좌우됨을 확인하 다.즉,UO2의 결정립계(grain

boundary) 는 사용후핵연료와 피복 틈새에 축 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들은

기에 침출되지만 UO2매질의 결정립(grain)안에 고정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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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침출거동은 UO2의 용해거동에 좌우되었다.이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해

서는 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InductivelyCoupledPlasmaMassSpectrometry,

ICP-MS),알 감마분 분석법(AlphaandGammaSpectrometry)으로 침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악티나이드와 핵분열생성물의 정량 외에 주사 자 미경법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자탐침 미세분석법(Electron Probe

Microscope Analysis,EPMA) X-선 자 분 법(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등으로 침출실험 후에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표면 특성변

화를 함께 측정해야 한다.

Ⅴ.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조사핵연료 악티나이드 동 원소 분포 특성 규명

방사선 차폐 이 용발시스템을 ICP-MS와 연결하여 사용후핵연료 의 동

원소 비를 측정하 으며,방사선 차폐 micro-XRD로 rim effect와 핵연료 피복

의 화학거동을 측정하 다.측정된 자료는 고연소도나 고연소도 핵연료의 인

허가나 실용화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한,이 시스템은 미세 자공

학,나노물질,반도체 등 미세 역 측정이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사용후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분포 특성 연구

본 연구에서 제작 설치한 방사선차폐 핵연료융해시스템은 조사핵연료의 융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에 사용되고 있으며, 한 조사피복 등 고방사성 시료

의 수소분석에도 활용할 정이다.본 연구에서 구축한 시험 시설 핵분열생성

기체 측정기술은 조사핵연료의 핵분열생성기체 자료 생산에 활용할 것이다. 한

생산,축 된 실험 자료는 향후 한국형 핵연료의 핵분열생성기체방출(Fissiongas

release,FGR) 잔류 거동 규명연구 련 코드 개발에 유용한 기 자료로 이

용될 것이다.

□ 사용후핵연료/피복 화학결합 규명

실온에서 1200℃에 이르는 온도범 에서 3종의 지르코늄 합 들의 산소에

한 반응성 측정결과는 향후 원자력 재료개발에서 지속 인 심의 상인

Zircaloy의 산화 부식 해석 사고 연구에서 고온 환경 Zircaloy거동의 해

석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UO2 모사 화합물인 세슘 우라네이트와 분말 상태의 Zr ZrO2의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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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반응성 시험결과 연소도 모사 핵연료에 의한 Zircaloy합 에 한 확산

시험결과는 핵연료/피복 틈새에서 일어날 것으로 상되는 계면 화학반응들의

해석자료로 활용되어 고연소도 핵연료의 건 성 평가 자료로 반 될 것이다.

핵연료/피복 틈새에서 생성되는 세슘 우라네이트(U-Cs-O)2차상의 화학 특성

은 침출특성에도 향을 수 있는 인자로 향후 사용후핵연료 장기 장에 따른

선원항 해석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사용후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생산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Pu,Np,Am Cm과 같은 악티나이드의 함량

은 핵연료의 연소도 측정과 사용후핵연료 장,수송 련 연소이득(burnup

credit)평가,연소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핵종의 양을 측하는 코드 검증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정성 평가 등에 이용될 것이다.

□ 사용후핵연료 용해 침출거동 기술 황 조사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 처분(deeprepository)에 련된 안정성 평가를 하여

고려해야 할 사용후핵연료의 지하수 용해 침출거동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기본 으로 이해해야 할 사항들은 차기단계 연구수행에 활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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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Title

ReaearchontheActinidesChemistryinanIrradiatedNuclearFuel

Ⅱ.Objective

A fuelburnuphasreached55GWd/tU byextendedfuelcycleandhigher

235U-enrichmentfrom 33GWd/tU,anditisexpectedtobehigherthan100

GWd/tU in the future. The high burnup nuclear fuel requires an

experimentaldatabasetosupportthefuelintegrity,asafetyanalysis,anda

shieldingdesign.Therefore,"Researchonthelocalburn-upcharacteristicsof

high burnup nuclearfuels"was carried outunder"NuclearTechnology

DevelopmentProject"tomakeadatabasethatcanbeusedforevaluationof

fuelintegrityand verificationoffuelperformancecode.Thisworkcanbe

divided by four tasks as 'characterization of localburnup properties',

'fuel/cladding chemicalinteraction (FCCI)''developmentofmeasurement

system forthequantitativeanalysisofretainedfissiongas',and'production

ofdatabaseforactinidessourceterms'.Inaddition,thestate-of-theartson

'leachingbehaviorsofspentnuclearfuel'wasadded.

Thegoalofthefirsttaskistoproduceadatabaseofspatialdistributionof

isotopesand structuralchangesofthepelletperiphery(rim)toinvestigate

burnupdependentproperties.Athighburnups,thecompositionofanuclear

fuelchangesin a non-homogeneousmannerthroughoutthe radius.The

determination ofa spentfuelburnup based on the dissolution method

providesanaccurateestimationofafissilematerialdepletioninanuclear

fuel,butitcannotprovideinformationaboutalocalburnupthroughoutthe

radius.Therefore,forthe analysisofisotopic distribution and structural

changesfrom coretorim ofthespentnuclearfuel,aradiation shielded

LA-ICP-MSsystem andthemicro-XRDsystem wereused,respectively.

Duringtheoperationofnuclearpowerreactor,thevolatilefissionproducts

includingcesium areknowntobeaccumulatedatthefuel/claddingga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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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couldreactwithUO2and/orcladdingtogiverisetotheformationof

secondary phasesorchemicalbonding.Cesium compoundsofCs-U-O or

Cs-Zr-O havebeenfoundattheperipheryofhighburnupfuelpelletsby

manyresearchers,theeffectofthosecompoundsonirradiationbehaviordoes

notknownsufficiently.Regardingthehighburnupandextendedfuelcycle,

thecontentofthesecompoundsshould increaseatthegap,and itcould

affectontheburnupbehaviorunexpectedly.Therefore,thegoalofthesecond

taskisstudiesontheformationofsecondaryphasesanditseffectsonthe

interactionbetweenfuelandcladding.

Duetothelow solubilityofkryptonandxenoninUO2matrix,mostofthe

fissiongasesproducedbyirradiationofnuclearfuelareretainedinbubbles,

voids,and/orgrainboundariesoffuelmatrix.Someofthem escapefrom

fuelmatrixand thenarereleased intothefreespaceofafuelrod.The

formationofbubblesbyretainedfissiongasesandtheirgrowingupcould

bringdefectsinanuclearfuelandswellingofUO2fuel,whichleadtothe

decreaseofthermalconductivityandtheincreaseofinternalpressureofa

fuelrod.Therefore,fissiongasisimportantfactorthataffectstheintegrityof

a nuclearfueland cladding.The generation yield,release fraction and

retained fraction offission gas by irradiation ofnuclearfuelare very

importantfactors for determination ofmaximum burnup ofcommercial

nuclearfuel.

The totalyield of fission gas generation should be determined by

quantitativeanalysisofretainedandreleasedfissiongas.Thetotalyieldof

krypton and xenon corresponds to mostofthe generated fission gas.

Currently,variouscomputercodeshavebeen developed forcalculation of

fissiongasgeneration,butmostofthem areonlyapplicabletocommercial

reactorfuel.Actually,thegeneration yield offission gasand itsrelease

fraction are affected by nuclear fueland reactor type,operation and

irradiation history, temperature, etc. Therefore, experimental data of

generationyieldandreleaserateoffissiongasisrequiredtoprovideinput

dataforthedevelopmentofacomputercodewhichpredictstheirradiation

behaviourofafuel.

Theproductionofdataonfissiongassuchasretainedgas,releasedgas,

and totalgenerated gas have been carried outroutinly in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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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InKorea,analyticalmethodforthereleasedfissiongaswasalready

established by collecting the gas from punctured fuelrod.Annealing

experimentwas performed to obtain the diffusion coefficientofxenon

dependingontheannealingtemperatureusingasmallfuelfragmentwhich

wasreirradiated shortlyintestreactor.However,theworkonfissiongas

measurementsusingirradiatedfuelwasveryrareandquantitativeanalytical

technologiesforthe measurementofretained fission gashave notbeen

establishedyet.Therefore,theradiationshieldedmeasurementsystem fora

retainedgasanalysisinanirradiatedfuelwasestablishedandtheanalytical

procedurewassetupbasedontheestablishedsystem.

Inaddition,wedevelopedthequantitativechemicalanalysistechniqueon

theirradiatednuclearfuels,thesource-term dataofactinideswereproduced

for the high burn-up spent nuclear fuels, using an inorganic mass

spectrometerandalphaspectrometer.

Wealsoreportedthestate-of-theartofdissolutionandleachingbehaviour

ofspentnuclearfuelswhichshouldbeconsideredforsafetyassessmentof

spentnuclearfueldisposalin a deep geologicalrepository.Therelevant

techniquesandstatusofthestudyonUO2nuclearfueldissolutionsuggesting

twoknownmodelsofthesolubilitylimitedmodelandthekineticcorrosion

modelwereinvestigated.

III.ScopeandContents

Researchon"Thelocalburn-upcharacteristicsofhighburn-upnuclearfuel"

wascarriedoutunder"NuclearTechnologyDevelopmentProject".Thegoalof

thisprojectistomakedatabasethatcanbeusedforevaluationoffuelintegrity

andverificationoffuelperformancecode.

□ Characterization ofLocalBurnup PropertiesConcerning theIsotopic

DistributionandStructuralChangesinaSpentFuel

Forthedeterminationofaverageburnup ofaPWR nuclearfuel,IDMS

(isotopedilutionmassspectrometricmethod)methodusing
148
Nd-isotopeasa



- 32 -

burnup monitorwasused.Thismethod includedeterminationsofU,Pu,

148
Nd,

145
Nd+

146
NdandtotalNdisotopesusingtriplespikes(

233
U,

242
Puand

150
Nd).Theseparationprocedureswereperformedusingtwoanionexchange

resin,AG1X8and1X4,sequentially.Theeffectivefissionyieldwascalculated

from theweightedfissionyieldsaveragedovertheirradiationperiod.The

chemicalanalysisofaspentfuelburnupbasedonthedissolutionmethod

providesanaccurateestimationofafissilematerialdepletioninanuclear

fuel.Theresultsobtained by IDMS using theNd isotopeasa burnup

monitorwerecomparedwiththoseofcalculatedonebytheORIGEN code.

Sincetheobjectofthisstudywastoprovidebasicdataaboutalocal

burnupcharacteristicsathighburnups,thechangesofburnupinanuclear

fuelthroughouttheradiusshouldbedetermined.However,thedissolution

method cannotprovideinformation aboutalocalburnup throughoutthe

radius.Therefore,aradiationshieldedLA-ICP-MSsystem wasusedforthe

analysisofisotopicdistributionfrom coretorim ofthespentfuelpellet.The

reliability ofisotopicratio which wasmeasured by LA-ICP-MS wasalso

studied foreach elements.In addition,ashielded micro-XRD system was

used fortheanalysisofstructuralchangesfrom coretorim ofthefuel

pellet.

□ QuantitativeAnalysisofRetainedFissionGasinaHighlyBurntSpent

NuclearFuel

Completefusionofahighlyradioactivematerialisrequiredtoextractall

theretained gasin an spentfuelsample.And asophisticated system is

required to collectthereleased gasduring fusion and to determinethe

compositions ofthe collected gas quantitatively.Therefore,measurement

system forthequantitativeanalysisofretained fissiongaswasfabricated.

Thissystem is consisted ofa gasinjection and collection apparatus,a

radiation shielded fusion system,and ahigh performancemassanalyzer.

Technologiesconcerningthefusionofanirradiatedfuelfragment,extraction

andcollectionofretainedgas,andquantitativeanalysisofthecollectedgas

weredeveloped.

Itwasreportedthattheamountofgeneratedfissiongas(totalamountof

krypton and xenon)isabout1mL/g for33GWd/tU spentPW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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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thecostofshieldingand wastevolume,thesampleshould be

smalleraspossible.TotalvolumeofKrandXelessthan0.1mLisexpected

tobereleasedforanirradiatedfuellessthan0.1g.Inordertoanalyzevery

smallamountofgassample,highperformanceanalyzerwithaquantitative

gasinjectionapparatusisrequired.Thegasinjectionapparatuswasmade

withelectropolishedstainlesssteelanditshighvacuum wasmaintainedby

aCD pump.A commercialsystem ofhigh performanceQMS(quadrupole

massspectrometer)wasusedforgasanalyzerafteroptimizingtheoperation

conditions.

Theinertgasfusionmethodwasdevelopedtoextracttheretainedgasin

an irradiated fuelcompletely.The LECO RH-600 hydrogen determinator

equippedwithEF-500electrodefurnacewereappliedforcompletefusionof

anirradiatedfuel.TheconditionsofinertgasfusionmethodforaUO2pellet

ofPWR typeand aSIMFUEL wasoptimized by controlling themetallic

fluxes,fusion time and fusion current,etc.The meltwasanalyzed by

EPMA(electronprobemicroanalyzer)andXRDtoevaluatethefusionstate.

Gascollectionapparatusandanquantitativegascollectionprocedurewere

developedforcollectionofthereleasedgasfrom thehydrogendeterminator.

Sampling bottlewasmadeand itsvolumewasmeasured by astandard

calibrationmethod.Optimum conditionsofgascollectionforKrandXewere

studied byinjectingtheknown amountofmixed standard gas.Reference

specimensofKrand/orXewerepreparedbyionimplantationinaluminum

(Al)target,and therecoveryofKrand/orXeweremeasured.Rutherford

backscatteringspectrometer(RBS)wasusedtodeterminetheconcentrationof

ionimplantedKrand/orXeintheAltarget.

A shielded glove box wasfabricated by lead molding of80 mm in

thicknessina10mm thicksteelframe,tohandleupto1.0g(1.0Ci)ofan

irradiated fuel fragment. The shielded glove box is equipped with

beta-gamma type manipulator,a cask adaptor,a lead glass,a fan,etc.

Electrodefurnace,vacuum cleaner,samplestorageand wastestorage,etc.

wereinstalledontheflooroftheshieldedglovebox.Theelectrodefurnace

wasmodified partly forconvenientoperation.Thedisplay ofachemical

balancewasseparated from itsbodyand theninstalled atoutsideofthe

shieldtopreventradiationdamageoftheelectronic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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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completeestablishmentoftheshielded glovebox,theperformance

testswereconducted on shielding capacity,etc.weremeasured with the

shieldedfacility.Basedontheexperimentalresultsofquantitativeanalysisof

retainedgas,theanalyticalproceduresofretainedfissiongases(kryptonand

xenon)inanirradiatedfuelwereestablished.

□ Fuel/CladdingChemicalInteraction(FCCI)

Regardingtheinteractionbetweenaspentfuelanditscladding,someofthe

fissionproducts(FP)couldform secondaryphasesduetothereactionwith

theotherelementsin aspentfuel,which giveriseto theformation of

chemicalbondingwiththecladding.Thepossiblechemicalinteractionsinthe

gapbetweenfuelandcladdingweresimulated.Tosimulatethesecondary

phase,U-Cs-O compound which wasknown to be found easily atthe

peripheryofhighlyburntPWR nuclearfuelwassynthesized.In addition,

U1-yFPyO2(FP=Gd
3+
)waspreparedasaSIMFUEL,andthehighburnupina

rim zonewassimulatedbyregulatingthecontentofFP.

The chemical reactivity of synthesized cesium uranate with zircaloy

claddingwasinvestigated byheatingthemixturesofcesium uranateand

zirconium compounds underan argon atmosphere using TG-DTA.Both

metallicZrandZrO2powderswereusedascladdingmaterial.

Toinvestigatethechemicalinteractionatthecontactsurface,thediffusion

couples consisting of U-Cs-O/Zircaloy-4,U-Cs-O/Zirlo and U-Cs-O/high

Nb-Zircaloy(Nb 1.5 wt%) were assembled and then annealed. The

morphologyandelementaldistributionsonbothsidesoftheannealedcouple

weremeasuredbySEM andEPMA.

TheeffectofburnupontheFCCIwasalsoinvestigatedusingthediffusion

coupleofU1-yFPyO2(FP=Gd
3+
)/Zircaloy-4,by regulating the composition of

dopedfissionproduct.Themorphologyandelementaldistributiononboth

sidesoftheannealedcoupleweremeasuredbySEM andEPMA.

□ ActinidesSourceTermsinSpentNuclearFuel

DeterminationmethodsfortheisotopesofNp,PuandCm wereimproved

toincreaseareliability ofthedata.Theisotopedilution method forthe

determination of
237
Np wasdeveloped using

239
Np asa spike whi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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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d inthesamplesitself.Alphaspectrometryandmassspectrometry

wereusedtogethertomeasureallthePuisotopesinuranium matrix.
238
Pu

islimitedonmassspectrometrydueto
238
U andapurebetaemitterof

241
Pu

isnotapplicabletothealphaspectrometry.Am andCm wereseparatedina

group from thefission productsand determined using
243
Am asatracer

because a chemicalbehaviorofthetwo elementsissimilareach other.

However,somecontentsof
243
Am arealreadycontainedinthespentfuels.

So,thesamplesizeshouldbereducedinordertoapply
243
Am astracer.The

determinationmethodofCm isotopeswasadditionallystudiedusing
248
Cm

asatracer.

Theisotopiccontentsofactinideelementsweremeasuredfor13PWRspent

fuelsamplesof4.2wt% and4.5wt% ofinitialconcentrationsof
235
U and

33.21-62.0GWd/MtU asaburn-up.
238
Pu,

239
Pu,

240
Pu,

240
Pu,

240
Pu,

237
Np,

241
Am,

244
Cm and

242
Cm weredetermined byalphaspectrometryand mass

spectrometry.Theisotopesof
238
Pu,

239
Puand

240
Puweredeterminedusing

242
PuasatracerafteraseparationofPubyanionexchangechromatography

using9M HClasaneluent.
237
Npwasmeasuredbyisotopedilutionalpha

(gamma)spectrometry(IDAS)using
239
Npasaspike.

237
Npwasmeasuredby

alphaspectrometry and
239
Np by gammaspectrometry.

241
Am,

242
Cm and

244
Cm weredeterminedbyelectrodepositionfollowedbyalphaspectrometry

using
243
Am asatracerafteraseparationofAm andCm togetherontoanion

exchangechromatographyand HDEHP extractionchromatographyinseries.

Themeasured datawerecompared thosecalculated byOrigen-2codeand

evaluated.

□ LeachingbehaviorofSourceTermsinSpentNuclearFuel

Charactersofthespentnuclearfuelsandgroundwaterandhardwaresuch

asaleaching equipmentand agloveboxavailableforcontrolling redox

atmosphereareinvestigatedindetail.Variousfactorswhichhaveinfluenceon

the dissolution and leaching behaviour ofthe spentnuclear fuels are

considerably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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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Results

□ Characterization ofLocalBurnup PropertiesConcerningtheIsotopic

DistributionandStructuralChangesinaSpentFuel

Forthemeasurementoffuelburnup,thespentPWRfuelswereanalyzedby

achemicaldissolutionmethod.Themeasurementprocessesareasfollows.

DissolutionofthesampleswerecarriedoutbyHNO3(1:1)andbyc-HNO3at

90℃ for8hoursindividually.Afterdissolution,thedissolvedsolutionswere

diluted by HNO3(1:1).Spentfuelsampleswith and withoutspikes(
233U,

242Pu,150Nd)addition wereprepared and then theU,Pu and Nd were

separated bysequentialionexchangechromatography(Biorad AG 1x4and

1x8).EachfractionofU,PuandNdwascollectedfrom thesamplesolution

andtheisotopiccompositionsweremeasuredbyathermalionizationmass

spectrometer(TIMS).Totalburnupofthesampleswerecalculatedbasedon

theNd-148method.

Radiation shielded specimen caskwasmodified totransportaspecimen

easilyandsafelyfrom hotcelltogloveboxforthemeasurementoflocal

chemicalproperties.Thecaskwasfittedsecurelywithcaskadaptor,andcask

doorcould be opened only when thecask joined securely to thecask

adaptor.Theprepared samplespecimen wastransferred into theablation

chamberin the shielded glove box forthe isotopicratio measurements.

Amongthefission products,theisotopedistributionsof236U,239Pu,240Pu,

241Pu,237Np,243Am,244Cm 144Nd,137Cs,100Moandsomevolatileelementsin

thespentfuelweremeasured by theLA-ICP-MS system.Sampling was

carried outby a Q-switched Nd:YAG laserat266 nm.The laserwas

operatedat45% laserpower(4mJat100%),10Hzrepetitionrateand 2s

sampling time.The ablated particleswere carried to the plasma ofthe

ICP-MSsystem throughaPVC tube.TheICP-MSsystem wasoptimizedat

maximum ion intensity for238U.Sampling wascarried outwith 500 μm

intervalsaroundthecore,andthenwithreducedintervalsof200∼300μm in

themiddle,and finallywith100 μm intervalsattherim zone.Thepeak

ratiosto thatof235U wereused to study theradialdistributionsofthe

isotopes.

ByLA-ICP-MSsystem,radialdistributionofactinides,fissionproduct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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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nd Nd)and volatile elementswith respectto
235
U were measured

successfully.The
236
U (formedbyneutroncaptureof

235
U)to

235
U ratiowas

almostconstant,whiletheisotopicratioofPu,minoractinidesand other

fissionproductswereincreasedsignificantlyatthepelletperipherydueto

therim effect.Foracomparison,acomputercode(ORIGEN2)wasalsoused

to calculatetheisotoperatios.Themeasured valuesagreed comparatively

wellwiththatofthecalculatedone.Sinceaspentfuelreferencematerial

doesnotexist,thereliabilityofthemeasureddatawasdeterminedbythe

reproducibilityoftheisotoperatiosmeasuredatthesameradialposition.The

measuredrelativestandarddeviation(RSD)valuesdependsontheelements

and theburnup ofthespecimens.Therefore,theeffectsofeachelements,

suchasNd,GdandMo,onthereliabilityofthemeasuredisotopicratioin

aUO2fuelwerealsostudied.Concerningthereliability,themeasuredRSD

value ofthe
100
Mo/

235
U ratio for the highestburnup was quite large

comparedtothoseforthelowerburnup,andalsowiththoseoftheactinide

elements. The behavior of molybdenum in uranium dioxide can be

summarizedasfollows:

1)Thesurfacemorphologyofmolybdenum addedUO2 forthelowestMo

contentmaintainedthatofpureUO2,indicatingthehomogeneityofMo

distribution,whilethoserevealedlumpysurfacesfor2and4atom% Mo,

andaphaseseparationbyMoprecipitatesforthehighestcontent.These

microstructuresexplainthecomparativelylargerdeviationofthe
100
Mo/

235
U

ratioforthe57.6GWd/tUspecimens.

2)Atmolybdenum contentlowerthan4atom%,themolybdenum remainsin

theUO2matrixhavingafluoritestructureassociatedwithaSchottkytype

defect.Althoughitappearstobehomogeneousonamacro-scopicscale,it

seemsthattheuranium andmolybdenum ionsarenotrandomlyarranged

butthattheyclustertogetherwiththeirownionstoform microscopic

-scalemolybdenum richregionsinasolidsolution.Thiscausesasmall

increaseinthelatticeparameter.Atmolybdenum contentshigherthan4

atom%,itprefers to form a metallic precipitates since uranium and

molybdenum ions dislike each other and the distance between

molybdenum become closer enough to segregate each other as the

Mo-concentrationincreases.Thesegregationof‘likewithlike’isaccel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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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theincreaseofMocontent,whichleadstothedecreaseofsolubility

andwhichresultedinalatticecontractionofUO2togetherwiththephase

separationofmolybdenum.

3)Bothofthemetallicprecipitateandthemixedoxideareinvolvedinthe

oxidation reactions.Itseemsthatthe metallicprecipitatesseem to be

dominantforthesampleswithhighMo-concentration,whilemixedoxides

(oroxideprecipitates)forthelowerMo-concentration.IfMoisprecipitated

inUO2matrix,typicaltwostepoxidationreactionfrom UO2toU3O8takes

place atfirst.Then,the produced U3O8 reacts with Mo to produce

UO2MoO4 asanextstep.Inthiscase,Moseemstobeinvolvedinthe

oxidation from UO2 to U3O8 in asmallway butitinhibitstheUO2

oxidation.

Duringthereactoroperationandcoolingafterdischarge,theUO2structure

canbechangedbyseveralprocesses.Themainfactorofthechangeisrelated

with burnup thatexceedsby about40GWd/tU,which causesthelocal

burnupincreaseinthepelletperipherybytheneutroncaptureof
238
U.The

notable changes in this outerring zone (so called ‘rim’region)are the

formationofsmall-sizedgrainsandmicropores.Notethateventhoughthe

rim regionisverythin,thevolumecorrespondsto4∼8% offuelvolume

and the rim structure cause the fuel swelling and a lower thermal

conductivity.Anotherobviouschangeofaspentfuelistheproductionof

defectsbyradiationdamage,whichcauseslatticeexpansionofafuel.Inthis

study,thestructuralchangeswereinvestigatedconcerningaspentfuelpellet

dischargedfrom pressurizedlightwaterreactor(PWR)byradiationshielded

X-ray diffraction (XRD)system.In the case ofspentnuclearfuel,the

backgroundsignalofmicro-XRD system wastoohightodetectadiffraction

signaldue to the gamma ray emitted from a spentfuel.Thus,the

backgroundintensityshouldbereducedtoobtainthediffractionpatterns.To

reducethebackgroundsignalfrom aspentnuclearfuel,sampleholderand

detectorwereshielded bytungstenshield.ThismodifiedXRD system was

appliedtothespentnuclearfuel.Thelatticeparametersoftheirradiatedfuel

revealedthelargervaluesthanthatofnon-irradiatedUO2(fcc,a=547pm)

duetotheradiationdamageduringoperationofanuclearreactor.Although

thecontractionwasnotveryclear,thelatticecontractionwasobservedat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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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m region of57.6 GWd/tU fuel.The structuralchanges ofthe spent

UO2-5.98wt%Gd2O3 nuclearfuel(S41-B13-7,burnup 41 GWd/tU)and Zirlo

claddingburntinKori-3reactorwerealsoinvestigatedattheradialintervals.

Asaresults,thelatticeparametersreducedintheouterregion(Rim region)

of the spent fuel pellet and it was identified that the spent

UO2-5.98wt%Gd2O3nuclearfuelalsocouldhavethin(lessthan100μm)layer

of'Rim'.

□ QuantitativeAnalysisofRetainedFissionGasinaHighlyBurntSpent

NuclearFuel

A gasinjectionapparatuswasfabricated,whichisconsistedofastandard

gassupplier,agasinjectionchamberandasamplingbottle.Thegasinjection

apparatus was fabricated with electro polished stainless steel,and the

standardgassupplierwasdesignedasamanifoldtypewhichcouldattach

upto5highpressurizedgasbombs.Thegasinjectionchamberwasconsisted

ofvacuum and absolutepressuresensors,displays,evacuation lines,ports

and vacuum pumps.Tobakethegasinjectionchamberup to200℃,the

surfacewaswrappedupwithheatingtape.Thepressurereachedat10
-4
torr

from atmosphericpressurewithin 5 minutesevacuation,and itsultimate

vacuum was10
-6
torr.Atroom temperature,theleakrateofthevacuum was

about2.91x10
-7
torr/min.Accordingtothecalibrationresults,thevoidvolume

ofthesamplingbottlewas969.3±1.0cm
3
andthatofgasinjectionchamber

was546.9±0.1cm
3
(at20℃,K=2,95% confidence).Pressureoftheinjection

chamberwas401torrwhen800mLhelium wascollectedinthesampling

bottleandthenconnectedtotheinjectionchamber.Consideringtheradiation

safety, pressure of the sampling bottle should be controlled below

atmosphericpressure.

Forthequantitativeanalysisoffissiongas,acommercialhighperformance

quadrupolemassspectrometer(QMS)wasused,whichistheHPR-20QIC

QMS(HIDEN,England)equippedwith9mm poles,threefiltersandaPIC

detector.Thissystem madeitpossibletodetect5.2ppm helium inanair

sampleat 2400V SEM,400 μA emissioncurrent,500msscanningtime.

Thoughnaturalabundanceofkryptonisabout1.1ppm,Kr82,83,84and86

isotopesinairweredetected clearlyat2400V (SEM),1000 μA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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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and500ms(scanningtime).Atthesamemeasurementconditions,

Xe129,131,132,134and136isotopesinair(naturalabundanceofxenonis

about0.087ppm)weredetected.

TheLECO RH-600hydrogen determinatorand EF-500electrodefurnace

wereusedfordissolutionofanirradiatedfuelfragmentbyinertgasfusion

technology.Fusion ofan irradiated fuelfragmentwasconducted with a

singlefluxormultiplefluxesusingSn,Fe,Ni,Cuorgraphitepowder.Fused

meltswereevaluatedbyEPMA andXRD.Itwasfoundthatafragmentof

anirradiatedPWRtypeUO2 pelletwasfusedclearlyasapurealloywith

4-10timesofmetallicflux,Sn,Fe,Ni,at 750A (fusioncurrent)for40

seconds(fusiontime).Atthesamefusionconditions,however,manyuranium

oxideparticleswerefound on themeltofan unirradiated UO2 fragment

when fused with copperflux.Although an unirradiated PWR typeUO2

fragmentwascompletelyfused asanalloywithtriplefluxes,Ni,Snand

graphite,at850A for50seconds,buttoomuchdustwereproduced by

additionofgraphitepowder.Manyfusionexperimentsusinganunirradiated

SIMFUEL(60GWd/tU,15yearscooling)werecarriedoutwithsinglefluxor

multiplefluxesofSn,Fe,Ni,Cu and graphitepowderat750A-900A.

Occasionallyuranium oxidephaseswerefoundonthesurfaceofthemelt

whichwasobtainedbyfusionof0.1gSIMFUELwith1gfluxofSnorFe

at750A for50seconds.Thegrain sizeofUO2 phaseofthemeltwas

diminishedcomparedtothatofanintactSIMFUELduetotheloweroxygen

potentialby inertgas fusion.Itindicates thatthe UO2 phases ofthe

SIMFUELarefusednotcompletely.Abubbleform metalalloywasproduced

by fusion of0.1g SIMFUEL with about10foldssinglefluxofNi,or

multiplefluxesofNiandSnorNiandFeat900A for50seconds.Athigh

fusioncurrentof900A,itseemstobefusedcompletly thoughsomeoxides

werefoundonthemetalalloy,however,thereisadangerofupperelectrode

meltingbycontactofthemeltatsuchhighfusioncurrent.A homogeneous

alloy ofmetallic uranium carbide was obtained when about0.1 g of

SIMFUELfragmentwasfusedwithmultiplefluxeswith1nickelbasket(1.0

g),2tinpellets(1.0g)andabout0.15gofgraphitepowderat850Afor100

seconds.However,italsoproducedmuchdustbygraphitepowder.A pure

metalalloy withoutdustwasobtained when about0.1 g ofSIM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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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mentwasfusedwithmultiplefluxesof1nickelbasket(1.0g)and2tin

pellets(1.0g)at850A for100seconds.Asaresults,itseemsthebest

conditionsforfusionofaSIMFUEL.

A gascollectionapparatuswasfabricatedtocollectthereleasedgasfrom

fusion system quantitatively in asampling bottlewithoutinterrupting the

normaloperation ofhydrogen determinator(RH-600).Itisconsisted ofa

massflow controller(MFC),a3-waysolenoidvalve,apressurecompensator,

apressuregauge,adiaphragm pumpandasamplingbottle,etc.

Theoptimum timeforgascollectionwasdeterminedandtherecoveryof

collectedgaswasmeasured.TherecoveryofKrwasalmost100% butthatof

Xewaslessthan10% whenthesamplewascollectedfor1minute.Incase

of2minutescollection,bothKrandXehastherecoveryof92～100%.It

meansthattheretentiontimeofXeincolumnsforgaspurificationand/or

columnsforoxidizingcatalystislongerthanthatofKr.Fortherecovery

tests,theinjected volumeofKrand Xewasca.0.46～4.6 μL and their

concentration in thesampling bottle(969.3cm
3
)for2 minutescollection

correspondto0.5～1.0ppm.

ThereferencematerialofKrandXeinasolidmatrixwerepreparedby

ionimplantationmethod.KrorXewasimplantedonanAlfoilof80mm in

diameterat70keVor400keV.Rutherfordbackscatteringspectroscopy(RBS)

whichisannexedto1.7MevTandem VDG acceleratorwasusedtoquantify

theconcentrationofimplantedKrorXe.TheimplantedamountsofKrwere

2.43±0.07x10
16
ions/cm

2
and 3.29±0.08x10

16
ions/cm

2
and thatofXe was

2.57±0.05x10
16
ions/cm

2
.The RBS is regarded as an absolute analytical

technique which does notneed a standard material,and the relative

uncertaintyofthemeasurementsisabout±5%.

WiththosereferencematerialsofKrorXeinAlfoil,theirrecoverywere

determinedbyinertgasfusionprocessusinghydrogendeterminator(RH-600

andEF-500).SomepiecesofAlfoilwerefusedinthehydrogendeterminator

andthereleasedgaswascollectedfor2minutesinasamplingbottle.The

gas in the sampling bottle was analyzed quantitatively by the high

performanceQMS.Thereweregoodlinearitiesbetweentheweightoffused

Alfoilandtheionintensity(c/s)ofKrorXeinthecollectedgassamples,

whichindicatesthatkryptonorxenonwasimplantedhomogeneouslyon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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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minum foils.Recoveryofkryptonorxenonwasalmost100% (96～108%)

whencollectedfor2minutes,andtheweightofAlfoilsusedforrecovery

testswere0.003～0.01g which correspond to2～3ppm in thesampling

bottle(969.3cm3).

Before fabrication of a shielded glove box,a mock-up system was

assembled and the hydrogen determinator,an electrode furnace and a

chemicalbalance,etc.wereinstalledonthefloorofthemock-upsystem.The

instrumentsorequipmentsweremodifiedpartlyforeasyoperationandfor

radiation protection ofsensitiveelectronics.Tointroduceasmallfragment

samplesafely,alargemouthfunnelwasattachedabovethesampleinletof

electrodefurnace.Thedisplaypartofthechemicalbalancewasseparated

from itsmainbody.Buttonsforeasyoperationofelectrodefurnace,suchas

"UP/DN,""VAC",wereassembledonthefrontpaneloftheshieldedglove

box.

Theshieldinggloveboxwasdesignedtoaccept1.0gofanirradiatedfuel

with burn-up 50GWd/tU,3yearscooling.Theshieldinggloveboxwas

constructedwith6shieldingpanels,eachpanelwascastwith80mm thick

lead in 10mm thicksteelframe.Theoveralldimensionsoftheshielded

gloveboxis 1600(width)x1500(depth)x1590(height)mm,and itsweightis

around 17 ton.Two maintenance doorofthe shielded glove box were

installed on the leftand the rearside panel.A piece oflead glass,

500(width)x400(height)x70(thickness)mm purelead,wasinstalledonthefront

panel.

A linerboxwith4mm thickstainlesssteelwasassembledinsideofthe

shielded glove box,and itsdimension was1368(w)x1268(d)x1430(h)mm.

Holesforlightingand filterswereon theroofofthelinerbox.A cask

adaptor(580(w)x610(h)x200(d)mm)wasattachedontherightsidepanelof

theshielded glovebox.Forsafety ofthebuilding,thebasementofthe

laboratorywasstrengthenedbyasupportframewhichwasassembledwith9

cylindricalpoles of KSD3566 carbon steeltubes.Additionalreinforcing

supportswereconnectedlaterallyas"X"shapeonthecylindricalpoles.The

ventilationsystemswerecomposed ofinletand outletfilterboxesforair,

HEPAfilters,fanandduct.

Toinstalltheshieldedglovebox,twochainblocksofwhichcapacityi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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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pereachblock,wereusedtoliftuptheshieldedgloveboxonasupport

frame.Aftertheshieldedgloveboxwassettledonthesupportsafely,the

annexessuchasdoors,aleadglass,acaskadaptor,apairofmanipulator,

etcweremountedonthemainbody.Twolightemittingdiode(LED)lamps

(modelEZLED-Full-A type)wereinstalledontheroofoftheshieldedglove

box.Theelectrodefurnaceand accessorieswereinstalled in theshielded

glovebox.

TheventilationlinewasconnectedtoDUP(deepunderpressure)line,and

thepressureinsidetheshieldedgloveboxwasmaintained-50mm H2O.the

pressureinsidetheshieldedgloveboxwasdecreased to-60mm H2O by

operationoffan.Thedoseratesonthesurfaceofgloveboxweremeasured

lessthan2.5mR/hrusinga50Ci
192
Irsource.

Afterfinishing the installation,performance tests ofthis system were

carried out.Thissystem worked normally during thegascollection (120

seconds),anditsblankvaluewas"0"atoutgassingcurrentof950A and

analyzingcurrentof750A.

A fragmentofanirradiatedfuel,0.0652gwasfusedwithanickelbasket

(1.0g)and2tinpellets(1.0g)atoutgassing900A,analysing(fusion)850

A for100seconds,andthereleasedgaswascollectedinasamplingbottle

for120seconds.Thecollectedgasofthe1stfusionfragmentwasanalyzedas

8.37ppm and93.7ppm forKrandXe,respectively,whichcorrespondedto

0.110mLKr/gUO2 and1.23mLXe/gUO2.Themeltwasseparatedasa

lumpform inthegraphitecrucible.Toconfirm anyretentionoffissiongasin

the1stmelt,itwasfused again atthesamefusion conditionsand the

releasedgaswascollectedandanalyzed.Kryptonwasnotfoundinthe2nd

melt,whileverylow concentrationofxenonwasfound,whichcorrespondto

0.3% oftheretainedxenoninthe1stmelt.Consequently,itislikelythat

morethan99% ofretainedfissiongasinanirradiatedfuelcouldbeextracted

by1stfusionatthereferredfusionconditions.

□ Fuel/CladdingChemicalInteraction(FCCI)

To investigate reactivity of cladding material with oxygen, thermal

gravimetricanalysiswascarriedoutfrom room temperatureto1200℃ under

theoxygenatmosphere.ThreekindofcladdingmaterialsuchasZircalo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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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rloandhighNb-Zircaloy(Nb1.5wt%)wereusedassamplespecimen.The

resulting mass change versus temperature curves revealed the thermal

stabilityupto750℃ forallofthematerials.Attemperatureabove750℃,the

weightgainandheatflow changedsignificantly,whichindicatesoxidationof

zircaloy occurred rapidly at above this temperature. Considering the

temperatureatthePWR claddingsurfaceduringnormaloperation,300∼33

0℃,andtheoxygenpotentialofUO2fuel,theoxidationofzircaloycladding

byUO2fuelwouldbeverylimited.

Tomeasurethechemicalreactivityofsynthesizedcesium uranateagainst

Zrmetaland/orZrO2powders,thermogravimetricanalysiswerecarriedout

forUO2/Zry,U-Cs-O/ZryandU-Cs-O/ZrO2.Masschangewasobservedonly

forthecaseofU-Cs-O/Zrmixture.Masschangeversustemperaturecurves

of[U-Cs-O]/[Zr]revealed thatthereaction ratebetween U-Cs-O and Zr

dependson theamountofU-Cs-O,which indicatesthattheoxidation of

innersurfaceofzircaloycladdingwouldbecausedbytheoxidizingabilityof

somesecondaryphasesuchasU-Cs-OratherthanbyUO2.

Toinvestigatethechemicalinteractionatthecontactsurface,thediffusion

couples consisting of U-Cs-O/Zircaloy-4,U-Cs-O/Zirlo and U-Cs-O/high

Nb-Zircaloy(Nb 1.5 wt%) were assembled and then annealed. The

morphologyandelementaldistributionsonbothsidesoftheannealedcouple

weremeasuredbySEM andEPMA.From thevisualinspection,isolatedspots

onthezircaloysurfaceswerefound,andthisisolatedphasehasU andO as

amaincomponentswithasmallamountofZrandCs.Mostareaexceptthe

isolated spotswascomposed ofZrand O asZrO2 phase.Thisresults

representsthatcesium uranatecouldcauseanoxidationofzircaloyorcould

providebondingonacladdingthroughadsorptionofsecondaryphase.

Inaddition,theannealeddiffusioncoupleofU1-yFPyO2(FP=Gd
3+
)/Zry-4also

showedsomeislandonthesurfaceofZry-4.TheislandsontheZry-4were

gettingbiggerandnumerousasthehigheryinU1-yFPyO2.TheO/Zrratios

ofmostareaexcepttheislanddependony.Itwas0.25wheny=0∼0.1,and

∼2wheny=0.19.Thisresultsinferredthattheoxygenpotentialofrim zone

couldaffectoxidationbehaviorofcladdinginnersurface.

The FCCIregion ofspentfuelswere measured by radiation shielded

micro-XRDsystem andshieldedSEM (scanningelectronmicroscope)equi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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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n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e)and a WDS (wavelength

dispersivespectroscope).Themeasuredregioncanbedividedintothreeparts

ascladding,reactionlayer,andtherim regioninafuel.Zristhemajor

elementinthecladding,andit’scontentdecreasedslightlyinthereaction

layer,thendecreasedconsiderablyintherim regionofthefuel.Thecontent

ofU elementdecreasedsharplyattheinterfacebetweentherim regionand

thereactionlayer,whichindicatesthattheU diffusionintotheinteraction

layerwasinsignificant.ThecontentofO elementdecreasedslightlyinthe

reaction layer,and then decreased sharply in the cladding.From these

elementalprofiles,itcanbeconcludedthattheinteractionlayerofzirconium

oxidewasproducedbytheoxygenuptakeofthecladdingfrom thefuel.

In theoutersurfaceofthecladding,theformation ofZrO2 and ZrH2

phaseswasobserved.However,thediffractionpatternsofZrO2 and ZrH2

phaseswerenotsufficientlyreliableduetotheveryweakintensityofthe

peaks.Theverythincorrodedlayerandthelimitedspatialresolution(ca.50

μm)ofourXRD system seem toberesponsiblefortheweaksignals.Two

differentlayersofthe cladding were observed by the SEM image.The

thicknessofouterlayerwasabout16μm.ThecontentofZrandO element

wasmeasuredfrom theoutercorrosionlayertotheinnerZrlayerbyan

EDSandaWDS,respectively.From themeasurement,theouterlayerwas

provedtobezirconium oxide.Theregionrepresentsthecorrosionlayerof

thecladdingcaused bytheoxygendiffusionfrom thecoolingwater.The

XRD spectrawasobtained at50 μm intervalsfrom theinterfacebetween

UO2-5.98wt%Gd2O3nuclearfuelpelletandcladdingtotheouterfaceof its

cladding(Zirlo).Asaresult,therewasnotfoundanyreactionproductbut

Zrmetalattheinterfaceregionandalsotheoutersurfaceofcladding.The

corrosionresistanceofZirlocladdingcouldbeestimatedbetterthanZirlo.

□ Determinationofactinidesourcetermsofspentnuclearfuels

Determinationmethodfor
237
Npbyalphaandgammaspectrometryusing

isotopedilutiontechniquewith
239
Npasaspikewasdeveloped.Therecovery

yieldandprecisionfor
237
Npbyalphaspectrometrywere97-100% and3-7%,

respectively,andthosefor
239
Npbygammaspectrometrywere∼100% and<

7%,respectively.The recovery yield and precision for
237
Np by isot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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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ution technique using the above data were 98.7-101% and 8-22%,

respectively.Themeasurementdatabetween alphaspectrometry and mass

spectrometryagreedwithin7% for
239
Puand

240
Pu.

Theisotopiccontentsofactinideelementsweremeasuredfor6PWRspent

fuelsamplesof35.56-53.9GWd/MtU.Themeasured datawereasfollows:

238
Pu:0.274-0.584,

239
Pu:6.0-7.05,

240
Pu:2.57-3.55,

237
Np:0.05-0.3,

241
Am:

0.36-1.09,
242
Cm:6×10

-6
-1.9×10

-3
,
244
Cm:0.05-0.3 μg/mg U.The comparison

betweenthemeasurementandthecalculationbyOrigen-2coderevealedthat

the former showed higher values on the whole than the latter.
238
Pu:

27.7-50.3%,
239
Pu: -8.0-17.2%,

240
Pu: 7.9-21.8%,

237
Np: -16-100%,

241
Am:

22.6-78.9%,
242
Cm:11.6-59.3%,

244
Cm:63.0-82.8%.

Themeasureddataofthespentfuelsof54.647-61.998GWd/MtU,wereas

follows:
238
Pu:0.472-0.519,

239
Pu:5.363-5.602,

240
Pu:2.69-3.306,

237
Np:0.813-1.1,

241
Am: 0.358-0.591,

242
Cm:5.14×10

-6
-6.81×10

-4
,
244
Cm:0.184-0.242μg/mgU.The

comparisonbetween themeasurementand thecalculationwereasfollows:

238
Pu:10.49∼-23.36%,

239
Pu:-12.02∼-18.94%,

240
Pu:-0.84∼-16.61%,

237
Np:-0.78

∼-33.31%,
241
Am:-9.92∼34.59%,

242
Cm:19.24∼22.37%,

244
Cm:17.71∼0.37%.

□ LeachingbehaviorofSourceTermsinSpentNuclearFuel

A decisivefactorofadissolutionofUO2,amatrixofthefuel,ischemical

characters (redox potential,pH,concentration ofinorganic anions,water

radiolysisbyradiationfieldofthefuels)ofgroundwaterexpectedtobein

contactwiththefuelsafterthecontainerhasfailedduetocorrosionaswell

asatmosphereconditionofadeepgeologicalrepository,whichcanchange

theoxidation stateofUO2.Thereleaseratesofradionuclidesfrom UO2

matrix depend largely on their location within the fuels,thatis,the

radionuclidesfixedinthefuel/claddinggapandgrainboundariesarerapidly

released.However,theradionuclideswithinthegrainsofthefuelareslowly

released,andthentheirreleaserateisgovernedbyadissolutionbehaviourof

UO2.A requirementforincreasingthereliabilityofthisstudyisnotonlyan

analysisofactinidesand fission productsin aleachateusing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ICP-MS) and alpha and gamma

spectrometrybutameasurementofchangesinmicrostructureofthesurface

onafuelspecimenusingScanningElectronMicroscopy(SEM),Electron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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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cope Analysis(EPMA)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beforeandafterleaching.

Ⅴ.Applications

  

□ Characterization ofLocalBurnup PropertiesConcerningtheIsotopic

DistributionandStructuralChangesinaSpentFuel

Radiationshieldedlaserablationsystem inconjunctionwithICP-MSwas

appliedtomeasuretheisotopicratioinaspentnuclearfuel,andradiation

shieldedmicro-XRDsystem enablesustoobtaininformationsaboutrim effect

andchemicalbehavioroffuelcladding.Themeasureddatacancontributeto

providedatabaseneeded forauthorization and practicaluseofthehigh

burnupand/ortheultrahighburn-upfuel. Inaddition,itcanbeapplicable

totheotherindustriessuchasmicroelectronics,nanomaterialscienceand

semiconductortoanalyzemicroregion.

□ QuantitativeAnalysisofRetainedFissionGasinaHighlyBurntSpent

NuclearFuel

Theradiationshieldednuclearfuelfusionsystem andmeasurementsystem

forsmallvolumeofgassamplewhichwereestablishedintheprojectwillbe

commissionedforthemeasurementofretainedfissiongasinanirradiated

fuel.Inaddition,itcanbeused toquantifyhydrogencontentinanfuel

claddingorotherradioactivematerials.

□ Fuel/CladdingChemicalInteraction(FCCI)

Theexperimentalresultsonthereactivityofzircaloyagainstoxygeninthe

high temperature up to 1200℃ can contribute to understand corrosion

behaviorandhightemperatureoxidationofstructuralmaterials.

The reactivity ofcesium uranate againstzirconium compoundscan be

applicabletounderstandfuel-pelletchemicalinteractionandtoevaluatethe

integrityofhighburnupfuel.

Thechemicalpropertiesofcesium uranatecompoundsformedatthe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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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highburnupfuelcouldbeafactorfortheanalysisofsourceterm during

thestorageofspentfuel.

□ DatabaseoftheActinidesSourceTerm

The data ofactinide source term willbe used forunderstanding an

irradiation behavioroffuelsin areactorand forstudying physicaland

chemicalcharacteristicsofspentfuels.Moreover,thesedatawillbeusedfor

acodeverificationtopredictthecontentsofcomponentsinspentfuelsafter

moredataand morereliabilitywillbeobtained.Inaddition,thesesource

term datawillbeused foraburn-up creditrelated with thespentfuel

managementsuchasstorageandtransportationetc..

□ The State-of-the ArtReporton the Leaching BehaviorofSpent

NuclearFuel  

Thisstate-of-theartreportdescribesadissolutionandleachingbehaviourof

spentnuclearfuels.Itwillbeusedforthenextstepof'ActindeChemistry'

asapartoftheNuclearR&D programs,anditshouldalsoappliedforthe

safety assessmentofspentnuclear fueldisposalin a deep geological

repos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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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에 따른 에 지 소비도

격히 증가되고 있어 안정 인 에 지 공 이 실한 것이 실이다. 체에 지

에 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부존자원이 매우 빈약하고 원자

력이 안정 인 국내 에 지원 확보에 기여하여 국가의 지속 인 발 을 가능 하

는 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국가 경제의 지속 성

장을 해서는 원 운 의 요성이 증가될 망이다.핵주기 비용 감을 한 장

주기운 에 따라 고연소 핵연료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원자로기술과 핵연료

련기술을 고도화하여 원자력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한 노력들이 진행 이다.원 의 효율 운 을 한 장주기․고연소 운 이라

는 국제 추세에 따라 국내원 에서도 원 의 경제성을 높이기 한 노력들이 진

행 이다.출력변화 없이 핵연료를 교환하지 않고 가능한 오랜 기간 사용할수록

원 의 경제성이 커지므로 핵연료의 고연소․장주기 운 을 한 기술개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국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 운 기단계에는 연소도가

33GWd/tU 정도이던 것이 지 은 연소도 50∼60GWd/tU까지 증가하 다.미래

에는 연소도 100GWd/tU 이상이 될 것으로 상되고 있으며 이와 련하여 국내

에서도 고연소도 핵연료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이와 더불어 원 운 의 부산

물인 사용후핵연료의 리방안에 한 논의가 진행 이며,Cs,Sr과 같은 고방열

핵종이나 장수명 핵종들인 악티나이드 원소들을 제거할 수 있다면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리 안 성과 처분장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의 재

활용과 더불어 악티나이드 핵종들을 소듐고속로에서 태우는 연구가 진행 이다.

원자력이 국가 에 지 확보를 한 략기술인 을 감안하고,국내 원자력 산업

의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해서는 개발된 핵연료의 건 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이를 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리 이용,경수로나 수로와

연계된 핵연료 개발 시 요구되는 건 성 평가를 하여 사용후핵연료 화학특성 시

험 평가기술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특히 핵연료 개발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조사거동 자료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해서 국산핵연료의

조사시험 조사거동 자료가 국내에서 자체 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원 의 가동은 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핵분열생성물들의 을 래하게 되는

데,이들 생성물들은 핵연료 매질 에서 상호간 혼성(incorporation)이 이루어져 핵

연료 거동에 향을 주게 된다.따라서 핵연료거동의 이해를 해서는 핵연료-핵분

열생성물 혼성계(fuel-fissionproductincorporationsystem)에 한 깊은 이해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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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나,조사된 핵연료 에는 알려진 동 원소 종류의 2/3이상이나 되는 많은 핵

종이 생성되므로 매우 복잡한 혼성계가 존재하게 된다.이러한 복잡한 상태의 핵연

료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요한 쟁 하나는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이다.핵

분열생성물들은 매우 다양한 거동을 보이나 크게 세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고용성 화합물을 만드는 원소들로 악틴족 원소나 란탄족 원소들이 이에 해

당된다.이들 원소들은 핵연료 내에 용해되어 비교 균일한 분포를 지니게 되므로

이들 분포를 알 수 있으면 국부연소도를 알 수 있게 된다.다른 하나는 불용성

속침 물을 형성하는 원소들로 Mo,Rh,Pd,Pt등의 희귀 속들이 이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휘발성 원소들로 피복 과의 화학반응, 내압을 상승시키는 등 핵

연료 건 성에 향을 끼치게 된다.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물리⋅화학 거동

핵분열생성물의 분포특성,핵연료와 피복 의 화학결합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

며,휘발성 핵종의 방출 잔류특성 측정을 해 필요한 잔류 핵분열생성기체 측

정시스템 구축에 주안 을 두었다.

연소도가 높아질수록 소결체 표면은 심보다 국부 인 연소가 높아 핵분열생성

기체에 의한 기포의 집형태가 발생하고,결정립의 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구조를

지니게 된다.특히 소결체의 가장자리는 U-238의 성자 공명흡수로 Pu-239가 많이

생성되어 소결체의 평균연소도보다 2∼3배 높게 되어 rim effect혹은 HBS(High

Burn-upStructure)라 불리는 미세구조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상은 열 으로 열

도도를 하시키고,소결체의 팽창으로 피복 과의 을 심화시켜 피복 손상을

래하게 된다.따라서 고연소도 운 을 해서는 핵연료의 개발과 더불어 핵연료

의 건 성이 먼 확보되어야 하며,사용후핵연료의 건 성 평가를 한 화학특성

측정기술 확보와 rim effect에 한 이해를 돕는 화학특성 DB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는 고방사성 조사핵연료를 상으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기

술로 확보되어야 한다.이와 련하여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내 핵분열생성물들의

반경방향 동 원소 분포와 격자상수 변화에 한 자료를 연소도별로 확보하 다.

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크립톤 ,제논 등 핵분열생성기체의 생성량은 핵분열

생성물 가장 많이 생성되는 핵종이다.핵분열생성기체의 생성량은 핵연료의 연소

도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한다.그러나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 잔류 거동은 간단

하게 설명할 수 없다.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생성된 핵분열생성기체의 일부는

방출되어 핵연료 내압을 상승시키고 열 도도를 감소시켜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

을 더욱 상승 시킬 수 있다.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

는 핵연료의 온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핵연료 조직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는 핵연료 조직에 미세기포,균열,공극 등을 만들어 핵연료 조직의 열화를 진 시

킬 수 있다.따라서 핵연료의 고연소화 신형 핵연료의 허가 연소도 결정시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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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조성 동 원소 분포 측정 데이터는 매우 요한 기

자료가 된다.

원자로 내에서 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핵연료의 축방향 소결체 반경방향에

따라 온도,연소도, 도 등 핵연료의 물리화학 특성이 달라진다. 한 핵연료피

복 은 1차 냉각재와 반응하여 수소화 산화층을 생성시킨다.이와 같은 핵연료

피복 의 국부 치에 따른 조사특성은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 잔류거동과

높은 상 성을 가진다. 한 국부 치에 따른 핵연료의 물리화학 특성에 따라

핵분열생성 크립톤 제논의 동 원소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조사핵연료

의 국부 치에 따른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 결과는 핵연료의 연소거동 해석에

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핵분열생성기체의 조성 동 원소 분포에 한 측정

자료는 핵분열생성기체(Fissiongasgeneration(FGR))계산코드 개발 모델의 정확

성 평가 단에 유용한 기 자료가 된다.더구나 핵연료의 고연소화 신형 핵연

료의 허가연소도 결정시 핵분열생성기체 방출(Fissiongasrelease(FGR) 잔류에

한 시험 자료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1차 연구단계에서 제작,설치한 방사선차폐핵연료융해시스템 미량핵분열생성

기체측정시스템의 성능을 보완하고,보조기구 장치를 제작,설치하 다.구축 완

료한 시험시설 연구개발한 측정기술을 이용하여 조사핵연료에 한 용성 시험

을 하 다.차폐형 자탐침미세분석기로 불활성기체융해법에 의한 조사핵연료의 융

해상태를 정 평가하 다.1개 핵연료 의 축방향 소결체 반경방향 치에 따

른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천공/포집에 의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를 측정하 다.실

험,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특성을 코드계산 결과와 비교,고

찰 하 으며 동 원소분포 특성으로 핵연료의 연소거동을 규명하고자 시도하 다.

경수로용 피복 으로 사용되는 Zr의 경우 산화물 생성의 자유에 지가 낮기 때문

에(약 -900kJ/mol이하),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산화물을 형성하여 피복 의 β

-Zry두께를 감소시킨다. Zr-기반 합 은 산화되면 표면에 ZrO2가 생성되는데 이

산화층은 내부식성이 좋지만 산화막 두께가 80㎛ 이상이 되면 떨어져 나가기 시작

한다.피복 산화는 핵연료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인자로 피복 의 설계기 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연소 핵연료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피복 에 하여 연소도

증가에 따른 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핵연료와 피복 의 화학결합 메커

니즘을 규명하고자 모사실험 사용후핵연료의 피복 경계면에서의 반응층 측정

을 시도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내 핵분열생성물들의 반경방향 동

원소 분포와 격자상수 변화에 한 자료를 연소도별로 확보하고,핵연료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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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좌우하는 요인자인 피복 산화,핵연료와 피복 의 유착에 의한 핵연료/피복

화학 결합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더불어 핵분열생성기체의 거동 규명

분포 측 모델을 개발하기 하여 필요한 핵연료 내에 잔류하는 핵분열생성기체의

측정시스템을 구축하 다.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U,Pu,Np,Am Cm 등과 같은 악티나이드

의 정량은 핵연료 연소도 측정 연소이득(burnup credit)을 평가하는데 매우

요한 항목이다. 한 사용후핵연료 선원항의 주요 핵종인 이 악티나이드의

함량은 핵연료 연소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다양한 핵종의 양을 측하는

산코드의 검증에 이용되고 있다[1-1].
237
Np은 긴 반감기(2.14×10

6
y)를 가지므로

상 으로 비방사능(specific activity)이 낮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감시 핵종으로 이용하고 있다.특히 이들 원소 Np,Am Cm은

핵연료를 조사할 때 생성량이 비교 고[1-2], Am과 Cm은 분리거동이

희토류원소와 거의 유사하므로 분리와 측정에 주의가 요구된다.사용후핵연료는

환경시료와 달리 많은 양의 핵분열생성물질과 반감기가 짧은 악티나이드 핵종이

존재하므로 이들 악티나이드를 정량하기 한 분리과정과 추 자 선정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1-3].따라서,각 핵종마다 다양한 방사능 세기를 포함하는 이들

악티나이드를 한 번의 분리와 측정으로 동시에 정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상 으로 낮은 의 방사능을 갖는
237
Np을 알 분 분석법으로 정량하기

해서는 보다 많은 양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이와 반 로 방사능

가 높은 Am,Cm Pu 동 원소를 정량하기 해서는 은 양의 시료를

취해야 한다.따라서
237
Np을 정량하기 해 측정 감도가 높은 유도 결합 라즈마

질량분석법(ICP-MS)을 사용하고
239
Np을 스 이크[1-4]로 사용하는 동 원소희석법

(IDA)을 사용하 다.스 이크로 사용되는
239
Np는

243
Am과 방사평형을 이루고

있으며 감마분 분석법으로 측정하 다.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Pu,Am,Cm Np을 정량하기 해
242
Pu,

243
Am

239
Np을 각각 추 자

스 이크로 사용하 다.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우라늄과 루토늄 그리고 핵분열생성물에 한 화학분석

동 원소비 측정을 통해 원자로 내에서의 핵연료 연소거동에 한 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 비 리 가동되는 비인가 핵시설주변 환경으로부터 우라늄과 루토

늄 동 원소비를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서 미신고 핵물질 사용 등의 핵비확산에 련

된 정보(nuclearforensic)를 얻을 수 있다.이러한 목 에 제일 합한 장비로는 열

이온화 질량분석기(TIMS:ThermalIonizationMassSpectrometer)로서 극미량시료

를 사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다.특히 높은 방사능을 띄고

있어서 극미량 시료를 사용해야 하는 조사후핵연료와 같은 시료에 용성이 뛰어나



- 95 -

다.질량분석을 통하여 각종 원소들의 정량과 동 원소비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

에서도 우라늄과 루토늄에 한 정량과 동 원소비 측정이 매우 요하다.그러

나 루토늄 동 원소
238
Pu측정은 TIMS를 사용하지 않고 알 분 분석법을 이용

하게 되는데 이는
238
U에 의한 동 원소 향을 완 히 배제한 측정이 쉽지 않기 때문

이다.따라서 알 분 분석법으로
238
Pu/(

239
Pu+

240
Pu)을 그리고 TIMS로

240
Pu/

239
PU를

측정하고 이들 결과로부터 계산하여
238
Pu/

239
Pu측정값을 얻게 된다.그러나 알 분 분

석법에 의한 측정 한 여러 문제 들이 있다.
239
Pu+

240
Pu가 5.16Mev의 낮은 에 지

를 갖는 반면 인 한 5.5Mev에 지를 갖는
238
Pu피크에 의한 꼬리 끌기가 오차 큰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이 밖에도 방사성 세기를 측정하는 검출조건에 따라 우연 계측

오차 등의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 시간 어려움이 따른다.따라서 물리,화

학 이온화특성을 고려한 TIMS로
238
Pu/

239
Pu비를 측정하는 방법에 하여 심을 갖

게 되었다.본 실험에서는
233
U 스 이크를 사용하여

238
Pu의 동 원소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혼입될 수 있는
238
U에 의한 동 원소 향(isobariceffect)을 보정하는 실

험을 하 다.사용후핵연료는 연소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으로 루토늄과 우라

늄의 비는 1:100정도 된다. 루토늄 시료에는 극미량이지만 우라늄이 존재하여

서 동 원소 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 우라늄의 경우
238
U의 존재비가 큰 반면

238
Pu은 상 으로 작기 때문에 우라늄이 극미량이라 할지라도

238
Pu에 미치는

향은 단히 크다. 한 TIMS에 사용되는 필라멘트와 시약에 불순물로서 극미량 함

유되어 있는 우라늄(
238
U)의 향도 매우 크다.따라서 실험과정 에 자연계에 존재

하는 우라늄(
238
U)의 혼입에 따른 동 원소 향을 조사하 다.이를 하여 본 연구

에서는 루토늄 동 원소비 측정에 련된 국제비교시험(REIMEP-16)에서 사용된

시료와 루토늄 동 원소 표 물(NBL,CRM No.122)을 시료로 사용하여 보정실험

을 하 다.동 원소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우라늄(IRMM-040a,
233
U 스 이크)용액

을 루토늄 시료용액과 섞어 늄 재질의 필라멘트에 올려놓고 온도조 을 통하여

PuO
+
이온이 생성되지 않는 조건에서

238
U
16
O
+
과

233
U
16
O
+
질량(m/z),254와 249를

238
U/

233
U 비로 측정하고 필라멘트 온도를 달리한 루토늄 동 원소비 측정에서

233
U을 동시에 측정하여 얻은 결과로부터

238
U혼입에 의한 동 원소 향을 보정하

도록 하 다.측정에 따른 재 성 안정성 등의 최 조건을 실험하 고 이들 결

과를 바탕으로 실제 성자 흡수체 함유 핵연료(UO2-Gd2O3)로부터 분리한 루토

늄에 하여
238
Pu측정값,

238
U을 보정값 그리고 알 분 분석법에 의해 얻은 측정값

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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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핵연료 재료의 특성 측정과 련하여 일본의 경우 JAEA를 심으로 핵연료

주기와 연계된 핵연료 재료시험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특히 미래핵

연료주기 개발에 따른 조사후시험기술의 개선 개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Am-함유

MOX연료를 비롯하여 악티나이드 산화물에 한 연구들이 추진되고 있음.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원소의 재분배 특성,녹는 등 악티나이드의 열 특성과 연계된 측

정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핵연료의 화학분석기술 개발과 더불어 이를 통한 핵반응

계산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음.EC-JRC 산하 ITE 연구소에서는 Laserablation

ICP-MS측정시스템을 이용한 조사핵연료의 경방향 동 원소 분포측정,EPMA를 이

용한 핵연료 내 핵분열생성기체 분포 국부연소도 측정,laserflash를 이용한

도도 측정 등의 연소특성 평가기술을 확보하고,micro-XRD 시스템을 개발하여 조

사핵연료 rim 역에서의 격자상수변화에 해 약 100GWd/tU까지 자료를 생산하

여 발표하 으며 련 연구룰 꾸 히 수행 임.

핵연료 내 성분의 침출특성과 련하여서는 유럽에서는 JRC-ITU,독일 FZKA를

심으로 saline처분환경,미국에서는 ANL,PNL,NRC등이 응회암 처분환경을

설정하고,각국의 처분환경 내에서 악티나이드 핵분열생성 핵종들에 한 선원

항(sourceterm)자료를 생산하기 해 다양한 향인자들에 한 침출시험을 수행

임.이들 선원항 자료들은 각 처분장시설들의 인허가를 해 개발된 산 code검

증에 활용되고 있음.침출에 미치는 주요 향인자들로는 침출액의 성분,pH,용기

의 재질,온도,시료의 표면 ,방사분해에 의해 생성된 산화제들이 있으며,이들 각

인자들에 의한 용해속도,용기부식,핵연료 풍화,용해도,공침 흡착 상,콜로이드

형성 등에 한 측정자료를 생산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과거에는 사용후핵연료의 화학측정이 연소도 측정에 국한되어 고

연소핵연료에서 나타나는 rim 역과 같은 국부 상을 측정하기는 어려웠음.특히

산코드의 검증을 해 고연소 핵연료 내 핵분열생성물 TRU핵종 생성에 한

분석과,반경 축방향의 핵분열생성물 분포측정이 요구되나 용해방법에 기 한

기존의 분석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음.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한국원자력연구

원에서 사용후핵연료의 국부 연소특성을 확인하기 해 LA-ICP-MS 시스템

micro-XRD 시스템을 개발하 으며,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화학시험 용성 평

가를 수행하고, 련 특성 자료들을 생산하기 시작하 음.Micro-XRD의 경우 국부

인 구조측정이 가능하여 rim뿐만 아니라 핵연료의 반 인 구조특성 분석이나

피복 계면에서 일어나는 상 피복 표면에 생성된 부식생성물 연구에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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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활용되고 있으며,LA-ICP-MS시스템은 μ-scale의 역에 한 공간분해분석이

가능하므로 사용후핵연료 의 악티나이드 원소에 한 경방향 분포분석을 통해

rim에 한 정보를 얻는데 활용되고 있음. 한,사용후핵연료 내 잔류핵분열기체의

양이나 조성,동 원소분포에 한 정량 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측정기술이 필

요함에 따라 지난 1단계 (2007-2009)연구를 통해 방사선 차폐시스템을 갖춘 미량

핵분열생성기체 정량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후핵연료 내 핵분열기체생성량에 한

자료 생산을 한 기반이 마련됨.2단계 1차년도(2010년)연구에서 본 시스템을 활

용하여 사용후핵연료에 한 측정시험을 시작하 으며 차후 데이터의 축 이 필요

함.

핵연료와 피복 의 유착에 따른 화학결합 측정기술은 미국의 ANL이나 유럽연합

의 ITU에서 주로 속핵연료를 심으로 사고와 연 된 화학반응에 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으며,KAERI에서는 핵연료와 피복 의 결합에 의한 피복 기계

성능 하 등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화학결합 특성에 한 연구는 지난 단계에

일부 기 실험들이 이루어진 실정임.피복 산화는 핵연료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 인자이므로 고연소 핵연료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피복 에 하여 연소도 증가에

따른 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따라서 고연소 핵연료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피복

재료에 하여 핵연료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 인자인 피복 산화거동의 연소

도 증가에 따른 향 평가를 해 피복 재료에 한 공기 열특성 측정을 수행

하 으며,일부핵분열생성물과의 반응성 시험을 수행 임.

사용후핵연료 내 성분원소 침출거동과 련하여 국내에서는 과거에 모의시험이

일부 이루어진 수 으로 국산 사용후핵연료에 하여 국내에서 실험한 경험은 없

음.2010년도에 본과제를 통해 기술 황조사가 이루어졌음.이를 활용하여 앞으로의

연구방향 수립과 성공 인 실험환경 조성을 할 정임.앞으로 얻게될 측정자료들

은 고 폐기물 장기 리 안 성을 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제1 조사핵연료 악티나이드 동 원소 분포특성 규명

고연소 PWR핵연료의 연소도 측정은 핵연료의 장주기 연소에 따른 원자로

핵연료의 건 성 확인을 하여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PWR형 핵연료의 연소도

측정은 연소 핵연료의 경우 국내외 으로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으나 고연소

핵연료의 경우에는 국내외 으로 아직 기 단계에 있다.화학 방법에 의한 조사

핵연료의 연소도 측정은 원자력연구원에서 1980년 에 PWR형 핵연료에 한 연

소도측정 방법을 확립한 후 재까지 국내 여러 원 으로부터 제공된 조사 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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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의 연소도측정을 지속 으로 수행하고 있으며,그 외에 미국 TMIPWR형

핵연료,하나로용 U3Si/Al분산핵연료 SMART용 U-Zr 속핵연료,건식공정 재

가공핵연료(DUPIC)등 여러 종류의 핵연료에 한 연소도측정 련 기 자료

생산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근래에는 원자로의 장주기 운 에 한 심이 증

하면서 고연소용 핵연료의 개발과 고연소 핵연료의 조사후시험에 한 많은 연구가

국내외 으로 진행 에 있다.KAERI에서도 국내 원 으로부터의 50GWd/tU 이

상의 고연소 PWR형 핵연료의 연소도 동 원소분포 측정 등 핵연료의 건 성

과 련된 화학특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련 측정기술을 개발 에 있다.과

거에는 사용후핵연료의 화학측정은 소결체를 녹여 Nd과 Cs을 분리추출하여 평균연

소도를 얻는 측정에 국한되었다.이 연소도 측정은 소결체 용해 분리공정에 상

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방법으로 고연소 시 나타나는 국부특성을 측정하기에

는 부 하다.이외에 γ-spectroscopy를 이용하고 있으며,이 방법은 측정이 용이하

고 신속하나 화학분석에 비해 오차가 크며,화학 용해에 의한 분석방법과 마찬가

지로 국부특성을 측정하기에는 부 하다.

핵연료의 개발은 연소도 증가에 따른 핵분열생성물의 경방향 분포특성과 같은

기 자료 생산을 한 화학측정 기술을 요구하고 있고, 산코드의 검증을 해 반

경 축방향의 핵분열생성물 분포측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상기 방법들은 고연소

핵연료에서 나타나는 rim 역과 같은 국부특성을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국

내의 경우 이와 같은 조사핵연료 연소거동의 보다 근원 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조사핵연료 내 핵물질과 핵반응생성물들의 화학 거동을 규명하기 한 화학특성

시험?평가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보 인 수 에 머물러 있었다.따라서 2004년부

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해 KAERI에서 사용후핵연료의 국부 연소특성을 확인하

기 한 이 용발-유도 라즈마-질량분석 시스템(LA-ICP-MS)을 개발하고 본

연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에 한 용성 평가 련 특성 자료들을 생산하기 시

작하 다.LA-ICP-MS는 고체물질을 처리 없이 분석할 수 있고,미세 역에 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며,비 도성 매질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다.따라서 원 에서 발생

되는 방사성폐기물 의 핵종분석에 활용할 수 있고,특히 미세 역의 공간분해분

석이 가능하므로 사용후핵연료 지표원소의 경방향 혹은 축방향 분포분석을 통해

연소도에 따른 화학 특성변화 rim 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차폐 LA-ICP-MS시스템을 통해 고방사성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해 미세 역에

서의 동 원소분포 자료를 일부 확보하게 되었다.개발된 조사핵연료 화학특성 측

정기술은 향후 국내에서 추진 인 고연소도 혹은 고연소도의 핵연료 개발에 필

수 인 화학시험 자료의 생산에 활용할 수 있으며,핵연료 연소거동 측을 한

산코드 검증 핵연료의 건 성 평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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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소핵연료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핵연료의 바깥부 에서 rim structure라고 알

려진 미세구조변화가 찰되고 있다[2-1-1~4].이러한 rim 부 는 두께가 수백 마이

크로미터 정도로 매우 얇음에도 불구하고 핵연료의 열 거동과 원자로 운 조건에

서의 기계 반응 그리고 -장주기 장 시 부식 항성 등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그러므로 핵연료 단면에 한 표면형태의 찰과 핵분열 생성물

측정 등을 통해 핵연료의 반경방향으로의 경향,즉,rim 부 에서의 변화특성이 연

구되고 있다.

EC-JRC 산하 ITE (InstituteforTransuranium Elements)연구소에서는 Laser

ablation ICP-MS측정시스템을 이용한 조사핵연료의 경방향 동 원소 분포측정,

EPMA를 이용한 핵연료 내 핵분열생성기체 분포 국부연소도 측정 등의 연소특

성 평가기술을 확보하고 연소도에 따른 고연소 사용후핵연료의 연소특성 연구를 수

행 이다. 한 micro-XRD 시스템을 개발하여 조사핵연료 rim 역에서의 격자상

수변화 측정을 수행하여 약 100GWd/tU 까지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이다.특히

rim을 포함한 핵연료의 반경방향에 해 UO2결정구조 변화를 측정하기 해 방사

선 차폐설비된 micro-XRD 시스템을 개발하고,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67∼100

GWd/tU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에 하여 반경방향으로 결정구조 변화를 측정

하 고,이들 측정결과를 porosity,hardness,Xedepletion등의 특성들과 비교검토

를 통해 상 계를 연구하고 있다. 한,핵연료의 고연소에 장애 요소로 거론되는

Rim-effect를 연구하기 하여 일본 CRIEPI가 주 하고 세계의 23개 연구기 이 참

여하는 HighBurn-upRim Project가 진행된 바 있다.이 project는 rim이 형성되는

핵연료 내 연소도,온도 압력의 문턱값(thresholdvalue)을 규명하는 것을 목 으

로 연소도,EPMA,TEM,SEM,XRD,OxygenPotential,기체 방출 열 도도 측

정에 의한 조사핵연료 시편의 고연소 거동에 한 시험자료를 생산하 다.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화학연구부에서 유럽연합의 ITE와 기술 력

을 통해 기존의 일반 XRD에 X-선 미세빔 집 기와 시편 미세이동 장치를 장착한

micro-XRD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본 연구를 통해 micro-XRD 시스템의 검출

기를 방사선차폐하고 시편홀더를 차폐함으로서 검출성능을 높 다.성능이 향상된

micro-XRD를 방사선 차폐설비하고 원 에서 사용된 33.3∼57.6GWd/tU의 고연소

사용후핵연료의 경방향 결정구조 변화를 성공 으로 측정하 다.

근래에는 원자로의 장주기 운 에 한 심이 증 하면서 고연소용 핵연료의 개

발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 에 있다.이러한 목 으로 재 당 연구원에서는 이

냉각 환형핵연료를 개발 에 있으며 병행하여 핵연료의 건 성 확인을 한 조

사후시험을 수행 에 있다.화학 방법에 의한 PWR형 핵연료에 한 연소도 측

정 련 연구는 연소 핵연료의 경우 과거 국내외 으로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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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50,000MWd/tU 이상의 고연소 핵연료의 경우 재 많은 연구가 진행 에

있다[2-1-5]. 한 핵연료개발과 련하여 하나로용 U3Si/Al분산핵연료[2-1-6],

SMART용 U-Zr 속핵연료[2-1-7]등과 련된 연구가 수행 이다.

성자흡수체 함유 핵연료 은 노심 기의 가속제 온도계수를 감소시키고 출력을

제어하며 핵분열생성물의 출을 1차 으로 차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성자흡수체 (Gd)함유 사용후핵연료에 한 연소도 동 원소조성 측정결과는

핵연료설계와 련하여 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즉,감속제 리, 간 장,수송

핵연료 최종처분과 련된 핵임계 안 성의 정보를 제공한다.지 까지는 화학

방법에 의한 성자흡수체 함유 PWR 형 고연소 사용후핵연료 (UO2-Gd2O3)의

연소도 측정은 국내 으로 아직 체계 으로 수행되지 않았으며 국외자료도 많이 소

개되지 않았다.핵연료개발과 련하여 연구 인 하나로에서 조사시킨 이 냉각

환형핵연료의 연소도 측정 한 국내에서 아직 수행된 바 없으며 국외 으로도 유

사핵연료에 해 보고되지 않았다.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핵연료들에 해서도 용

해방법을 이용한 화학연소도 측정과 더불어 국부특성 측정을 진행 이다.

제2 사용후핵연료 잔류 핵분열생성기체 분포특성 규명

핵분열생성물 제논(Xe),크립톤(Kr)등 핵분열생성기체의 발생량은 UO2핵연

료 조사 시 발생되는 총 핵분열생성물의 약 30%에 달한다.핵분열생성기체의 발생

량 Xe/Kr의 비는 핵연료의 종류, 기 235U의 농축도,연소도,조사선속 등 핵

연료의 특성 연소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생성된 핵분열생성기체의 부분

은 핵연료 조직 내 기포,공극 결정립계에 포집되어 핵연료의 물리화학 특성

을 변화시킨다.UO2에 한 크립톤,제논의 용해도가 매우 낮아 매질 내에 용존된

상태로 존재할 확률은 매우 낮다. 한 생성된 핵분열생성기체의 일부는 핵연료조

직에서 이탈하여 핵연료 내 자유공간으로 방출된다.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량은

핵연료의 물리화학 특성,연소도,온도,원자로의 운 이력 등에 여러 가지 요인

에 의해 향을 받는다.특히 핵연료의 연소 온도가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량을 결

정하는 가장 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에 의해 핵연료

내 헬륨의 몰분율이 감소되며,그에 따른 열 도도 하로 핵연료의 온도가 더욱

상승하고,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량을 더욱 증가시키는,thermalfeedback 상이

일어 날 수 있다[2-2-1,5].이와 같은 핵분열생성기체의 발생 거동 특성에 의해

핵분열생성기체의 생성량,방출률 핵연료 내 잔류율에 등에 한 자료는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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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신규 개발한 핵연료의 연소도 상한결정에 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한 핵분열생성기체의 생성량,잔류율 방출률 등 핵분열생성기체의 거동에

한 측모델을 개발하기 해서는 이들에 한 실험 자료가 요구된다.

핵분열생성기체의 핵연료 내 잔류율 방출률에 한 정량 인 자료를 얻기

해서는 핵분열생성기체의 총 발생량을 알아야 한다.핵분열생성기체의 발생량은

컴퓨터 코드에 의한 이론 인 계산 혹은 실제 조사핵연료의 실험 측정으로 구할

수 있다.그러나 핵분열생성기체의 발생량과 방출정도는 핵연료 원자로의 특성

과 운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한 재 개발되어 있는 컴퓨터 코드

는 부분 상용 연소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고연소 핵연료에 용 시 불확도가 높아

질 수 있다.따라서 보다 정확한 핵분열생성기체 생성율 방출률에 한 자료를

확보하기 해서는 잘 확립된 실험 인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핵분열생성기체의 핵

연료 내 방출량과 핵연료 내 잔류량을 측정해야 한다.이러한 측정기술을 확립함

으로써 국내 원자력발 소에서 조사된 핵연료의 핵분열생성기체에 한 기 자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핵연료의 연소거동을 측할 수 있는 컴퓨터 모델개발의

요한 입력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2-2-6~12].

우리나라에서도 상용 원자력발 소의 핵연료 내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측정기

술은 잘 확립되어 있다.핫셀에서 조사핵연료 을 천공하여 핵연료 내 방출핵분열

생성기체를 내용 약 20mL의 시료포집병에 포집한다.이 게 포집한 시료를 미

량기체주입장치에 일정량 주입하여 사 극자질량분석기 기체크로마토그라피로

크립톤 제논의 정량분석을 수행하고 동 원소분포를 측정한다.사 극자질량분

석기 기체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측정의

상 불확도는 약 1% 이내이며 두 분석방법의 분석결과는 소숫 이하 1자릿수까지

일치한다.이러한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국내 상용원자력발 소에서 조사된 핵연료

내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의 방출량과 동 원소분포 자료를 생산

하고 있다[2-2-13,14].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고방사성 시료인 조사핵연료를 완 용해하여 잔류핵분

열생성기체를 정량 으로 추출,포집하고 그 조성을 정량분석 할 수 있는 연구인

라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일부 연구자들이 조사핵연료의 소둔온도에 따라

방출되는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사능을 계측하여 핵분열생성기체의 확산계수를 구하

기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고방사성 시료에 한 근에는 많은 제한이 있

다.더구나 조사핵연료 내 잔류 핵분열생성기체의 양,조성 동 원소분포에 한

정량 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측정기술에 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따라

서 조사핵연료의 실험 측정에 의한 핵분열생성기체 발생량에 한 자료를 생산하

지 못하고 있으며,핵분열생성기체 거동에 한 컴퓨터 코드 개발 시 외국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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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원자력 련 연구기 들에서는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분

석기술이 잘 확립되어 있다.덴마크의 RISO연구소에서는 1980년 반부터 약 10

년간 FissionGasRelease(FGR) 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최근 핵연료의 고연소

화 연구가 진행되면서 선진국들에서는 핵연료의 고연소화에 따른 핵분열생성기체의

거동을 규명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원자로가동 핵분열

생성기체의 방출거동을 규명하기 한 on line측정 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2-6~12,15,16].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분석방법은 잔류기체의 추출법과 포집기

체의 측정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잔류핵분열생성기체 추출에는 산용해법, 이

추출법,용융염에 의한 고온 용해법,불활성기체융해법 조사핵연료를 융해하지

않는 고온가열법 등이 있다.핵분열생성기체의 측정법에는 감마스펙트로미터에 의

한 방사능계측법,기체크로마토그라피법 질량분석법 등이 있다[2-2-6~12].산용해

법은 실험장치가 간단하고 경제 이어서 선진국의 일부 연구소에서도 최근까지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그러나 이 방법은 조사핵연료의 산용해시 생성

되는 NOx와 같은 부식성 offgas를 제거하기 해 여러 가지 시약과 장치를 사용

해야한다[2-2-6,7].덴마크의 RISO연구소와 EC산하 ITU에서는 진공분 기에서 조사

핵연료를 NaNO3와 함께 용융염을 만들어 약 500℃에서 용융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고 있다.이 방법은 장치가 간단하고 시료의 용해온도가 낮고,부식성의 offgas가

발생하지 않으며,방출기체량의 측정이 간단하다.그러나 조사핵연료의 사용량이

많고,시료량의 수십배의 질산염을 사용해야 하므로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으며 핫

셀 분 기에서 10시간 이상 반응시켜야하는 등의 단 이 있다[2-2-8,9].고온가열법

은 조사핵연료를 완 히 융해할 수 없으므로 잔류기체를 100% 추출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방법은 온도에 따른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확산계

수를 측정하기 한 목 의 연구에 합당하다[2-2-12].불활성기체융해법은 수 내에

약 3000℃까지 도달하는 극로를 사용하여 조사핵연료를 불활성기체분 기에서

속조연제와 함께 완 히 융해시키는 방법이다.이 방법은 시료의 사용량이 고,융

해시간이 약 2분 이내로 짧으며 같은 융해원리의 상용 원소분석기의 극로를 이용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2-2-10,11].

핵분열생성기체의 분석에는 감마스펙트로미터에 의한 방사능계측법,기체크로

마토그라피법 질량분석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2-2-1~3].방사능계측법은 85Kr,

133Xe,135Xe등 방사성 동 원소의 방사능을 계측하는 방법이다.133Xe,135Xe는

반감기가 짧아 핵연료 내 방출 핵분열생성기체의 측정에는 이용할 수 없다.그러

나 85Kr는 반감기가 10.73년으로 길기 때문에 핵연료 내 방출 핵분열생성기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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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의 수 으로 존재한다.그러나 85Kr의 방사능측정으로 Xe을 포함한 핵분열생

성기체의 총량을 측정할 수 없는 단 이 있다.

질량분석법은 핵분열생성기체의 조성과 크립톤,제논의 동 원소분포비를 측정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핵분열생성기체의 질량분석에는 마그네트타입의 기체분석

용 질량분석기 사 극자질량분석기를 이용하고 있다.마그네트타입의 기체분

석 용 질량분석기는 측정감도가 높고 재 성이 우수하지만 장치가 복잡하고 고가

이다.이에 비해 사 극자질량분석기는 장치가 비교 간단하고 소형이며 가격이

싼 장 이 있다. 재 부분의 연구기 에서 핵연료 내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분

석에 사 극자질량분석기를 사용하고 있다.사 극자질량분석기는 마그네트타입의

질량분석기에 비해 재 성이 좋지 않고 헬륨과 같은 경원소의 측정 후 메모리효과

가 큰 단 이 있다.

이와 같은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단 을 보완하기 해 핵분열생성기체의 조성

분석은 기체크로마토그라피로 하고 동 원소 분포측정은 사 극자질량분석기로 하

는 경우도 있다[2-2-7].기체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핵분열생성기체분석 시 한

칼럼을 사용하여 크립톤,제논을 개별 분리해야하며,미량성분으로 존재하는 공기조

성을(N2,O2,Ar,CO2)분리정량하기 해서는 별도의 칼럼과 분리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 극자질량분석법에 비해 분석 소요시간이 길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의 정량분석 동 원

소분포 측정을 해 기 제작 설치된 방사선차폐 러 박스를 참조하여 방사선차폐

핵연료융해시스템 고성능기체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

생성기체 조성의 정량분석 동 원소 분포 측정기술을 개발하 다[2-2-17].약 0.1

g이하의 조사핵연료에서 추출한 미량 핵분열생성기체를 정량 으로 주입할 수 있

는 주입장치를 구성하 다.미량기체 주입장치는 표 기체공 장치 기체주입쳄

버로 구성된다.미량 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조성 동 원소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고성능 사 극자질량분석기를 구매,설치하고 성능을 최 화하 다.

조사핵연료를 수분 이내에 깨끗하게 융해할 수 있는 불활성기체융해법을 개발

하 다.불활성기체융해법에 의한 핵연료 융해 시 속조연제의 종류 사용량,융

해시간,융해 류 등 최 융해조건을 확립하 다.핵연료융해 시 수소분석기를 정

상 으로 작동시키면서 방출되는 기체를 정량 으로 포집할 수 있는 포집장치를 개

발하고 포집조건을 확립하 다.불활성기체융해법에 의한 크립톤 제논의 회수율

을 측정하기 해 이온주입기술을 이용하여 고체매질에 크립톤 혹은 제논이 일정량

주입된 기 시편을 제조하 다.이 시편을 일정량 취하여 불활성기체융해법에 의한

크립톤 제논의 회수율을 측정하 다.

조사핵연료 약 1.0g(약 1Ci)을 취 할 수 있는 방사선차폐핵연료융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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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작,설치하 다.차폐 러 박스 내에 설치되는 극로,진공청소기,정 울

기타 부속장치를 일부 개조하여 원격조종기로 용이하게 운 할 수 있도록 하

다.구축 완료한 방사선 차폐 핵연료융해시스템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시스템

으로 실제 조사핵연료 편 시료를 융해하여 잔류기체를 추출,포집하고 크립톤

제논의 정량분석 동 원소분포를 측정하 다. 한 이를 토 로 하여 조사핵연

료 내 잔류 크립톤 제논의 정량분석 차를 확립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정량분석기술을 이용

하여 국내 원자력발 소에서 조사된 핵연료의 잔류 크립톤 제논의 농도 동

원소 분포자료를 생산할 것이다.이 측정 자료 기 확립된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측정 자료를 조합하여 조사핵연료의 실험 측정에 의한 핵분열생성기체의 생성량,

생성률,잔류율 핵연료 내 방출률에 한 자료를 생산할 것이다.이러한 핵분열

생성기체 측정 자료는 원자력발 의 고연소화와 함께 우리나라 원자력발 소에서

조사된 핵연료의 연소거동 규명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며 핵분열생성기체에 한

컴퓨터 코드 개발에 좋은 입력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제3 핵연료/피복 화학결합 규명 연구

핵연료/피복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피복 의 산화 거동은 핵연료의 산소 퍼텐

셜(Oxygen potential)혹은 산소의 Gibbs자유에 지(PartialmolarGibbsfree

energy)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으나,UO2의 산소 퍼텐셜은 매우 낮아 피복 산

화는 핵연료 자체보다는 핵분열생성물의 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2-3-1].

핵분열생성물 세슘(Cs)은 핵분열생성률(fissionyield)이 크고,여타 다른 원소

에 한 화학 반응성 긴 반감기 특성으로 인하여 핵연료 화학분야에서 요하

게 다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산화물인 핵연료와 핵분열생성물 피복

재료들과의 상호작용에 한 이해는 완 하지 않은 상태이다.경수로(PWR)나 고속

로(FBR)핵연료의 연소에서 Cs은 여러 동 원소(isotopes)핵종들로 생성되며 핵분

열생성률이 비교 커서 많은 양이 생성된다.원자로의 가동조건에서 세슘 핵종들

은 핵연료 내 특성인 온도구배(temperature gradient)에 따라 증기이동(vapour

transfer)혹은 열확산(thermaldiffusion)과정을 통해 핵연료/피복 틈새로 모이게

되고,핵연료 기질인 UO2혹은 피복 안쪽 층(Zr,ZrO2)과 화학반응을 한다.이때

형성되는 화학반응 생성물은 이 역의 산소 퍼텐셜(oxygenpotential)에 따라 가변

이나,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펠릿(pellet)의 가장자리에서 Cs-U-O 혹은

Cs-Zr-O로 추정되는 고농도의 세슘화합물들이 발견되었고[2-3-2~4],이와 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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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U-O계에 한 조직 인 상변화 열역학 연구가 이루어졌다[2-3-5].

핵연료 내 여러 부분(equiaxed,unrestructured fuel gap zone)에 Cs-(U,

Pu)-O 화합물인 Cs2(U,Pu)O4,Cs2(U,Pu)O3.5가 존재할 것이라는 측과 함께[2-3-5

∼7]X선 미량분석(X-raymicroanalysis)에 의해 조사핵연료 내 Cs-U-O상의 하나로

Cs2(U,Pu)4O12가 확인되었다.이는 낮은 온도(1,000K),높은 산소 퍼텐셜(△G >

-280kJ/molO2)에서 UO2+x와 평형상태로 Cs2U4O12가 존재할 것이라 측한 계산결

과와 일치한다[2-3-5].

핵연료 내 핵분열생성물 2차상 등 핵분열생성물의 화학 상태 거동에 한

data는 열 도도,팽창,용융온도 등 연소거동에 향을 주는 요한 자료이므로 선

진국에서도 고방사성 핵연료 시편에 한 직 실험, 산 모사시험 등 연구들을

수행한다.그러나 핵연료의 직 측정은 고방사성특성으로 인해 어렵고 비용이 많

이 드는 문제가 있고, 산 코드에 의한 계산은 정확한 model의 설정이 제한 인

문제가 있고,모사시험은 실제 상태와 벗어날 수밖에 없는 한계 등 나름의 문제들

이 있으나,이 세 방법을 상호 보완 인 연구들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원자로의 가동 세슘 등 휘발성 핵종들은 핵연료 내 특성인 온도구배

(temperature gradient)에 따라 증기이동(vapour transfer)혹은 열확산(thermal

diffusion)과정을 통해 핵연료 pellet의 가장자리인 핵연료/피복 틈새로 모이게

되고,핵연료 기질인 UO2혹은 피복 안쪽 층(Zr,ZrO2)과 화학반응을 하고 그

향으로 PCI(pelletcladdinginteraction)를 유발한다.

PCI는 원자력발 소 핵연료 손(failure)의 원인이 되며,핵연료의 손을 이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PCI의 규명 reactorpowerramp rate,

thresholdpowerlimitation의 최 화 련 연구들은 근래까지도 요한 심사이

다.근래에 MOX,Chromia-dopedfuel들과 같은 doped핵연료들이 standardUO2

핵연료에 비교할 때 비슷한 transientconditions실험에서 개선된 PCI억제 특성을

보이고 결과 으로 핵연료 손 측면에서 성능이 매우 개선되었음이 보고되었다

[2-3-8].MOX,Chromia-dopedfuel들의 이러한 특성은 핵연료로써 매우 정 이

나 이러한 특성의 원인에 해 분명히 밝 지지 않았다.C.Nonon들은 이러한

원인으로 standardUO2에 비하여 higherviscoplasticity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2-3-9].이러한 원인의 규명을 해서는 조사

핵연료 내 gap의 실제 상태에 한 이해가 필요하나 이는 조사핵연료의 특성 상

측정이 용이하지 않아 재까지 이해가 불충분한 상황이다.SvenvandenBergehe

들은 비슷한 조건에서 조사시킨 UO2 MOX핵연료에 한 PIE결과들의 차이,

즉 순수한 UO2 핵연료에서는 Cs이 풍부한 duplexinteractionlayer가 나타나나

MOXfuel에서는 이러한 duplexinteractionlayer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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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3-10].이들 물질들의 gap 역 존재는 PCMI의 조건을 크게 변화시키고,낮은

도의 Cesium uranate의 형성과 이로 인한 swelling특성은 결과 으로 피복 의

deformation cracking을 야기시킬 수 있음이 제기되었다.이러한 배경으로

Cs-U-O계의 열역학,열안 성,이화학 특성들에 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왔

지만[2-3-11~15],2000년 까지 Cs의 거동 그에 의한 연소거동에 미치는 향,

Cs과 핵연료 component들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문제들을 설명하기 한 열화학

자료들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Cs-U-O 화합물들에 의한 PCI(PelletCladdingInteraction) 향을 확인하기

하여 근래에 ITU Karlsruhe에서는 이들 Cs-U-O (cesium uranate)화합물들 에

서 가장 안정한 화합물로 알려진 Cs2UO4의 열 안정성,열 도도,기계 특성

열팽창계수의 측정 등 PCMI(PelletCladdingMechanicalInteraction) 련 연구들

이 수행되었다2-3-16].

세슘과 텔루르(Te)는 핵연료/피복 틈새의 높은 산소 퍼텐셜 조건에서 오스테나

이트 스테인리스강을 부식(intergranular,intragranularattack)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세슘산화물(Cs2O) 텔루르산화물(TeO)은 은 양이지만

UO2와 같은 산화물 연료에 용해되어 낮은 연소도에서도 피복 과의 화학반응에 부

분 으로 참여한다고 알려져 있다[2-3-17].

텔루르는 핵분열생성비가 낮으나 피복 에 한 부식성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

다.Te/TeO2평형의 산소퍼텐셜이 경수로 고속증식로(FBR)산화물 핵연료 보다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핵연료 내에서 화학 상태 반응성은 매우 복잡하다.

그러므로 Te는 핵연료 내에서 U,Pd혹은 Sn과 함께 속상을 형성할 수 있고,국

부 인 산소 퍼텐셜 조건에 따라 다성분 산화물(multicomponentfuelfission

productoxide)을 형성할 수도 그리고 산화물 핵연료 내에 용존 할 수도 있다.실제

로 핵연료내 반경과 계없이 고속증식로 핵연료(92% TD)에 고용된 텔루르 즉

(U,Pu,Te,)O2-x,(0.07wt% Te)가 발견되었다[2-3-18]. 핵연료/피복 틈새에서 텔루

르는 안정한 산화물(oxide)을 형성하는 다른 핵분열생성물들과 반응하여,즉 barium

oxitellurides혹은 cesium-barium oxitellurides,Cs-Ba-U-Pu-Te-O 화합물들을 형성

하지만 순수한 Cs2Te는 발견되지 않았다[2-3-19].

지르칼로이(zircaloy)피복 의 표면산화물 성분인 ZrO2는 PuO2와 완 히 고용되

나,UO2 에 용해도는 제한 이며 온도에 강하게 의존한다.1200℃ 이하에서 UO2

최 용해도는 0.4at% ZrO2,1500℃에서 15at% ZrO2,1700℃에서 51at%

ZrO2,2300℃ 이상에서 완 히 고용되는 것으로 측정되었고,UO2 ZrO2의 용해

도는 LnO2이 존재하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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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사용후핵연료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 생산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Pu,Np,Am Cm 동 원소를 정확하게 분석하

기 해서는 당한 추 자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다[2-4-1].243Am을 추 자로

이용하여 Am과 Cm 동 원소에 한 회수율을 구할 수 있다[2-4-2].이것은 음이온

교환법과 HDEHP추출크로마토그래피에서 Am과 Cm의 분리거동과 착거동이 매

우 유사하기 때문이다.측정된 악티나이드 동 원소 함량은 Origen-2 산코드

[2-4-3]에 의한 계산값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있다.238Pu,239Pu,240Pu,241Pu,242Pu과

같은 Pu동 원소 정량에는 242Pu[2-4-4]를 스 이크(질량분석법) 는 추 자(알

분 법)로 사용하고 있다.Am과 Cm의 경우에는 핵분열생성물로 부터 분리한 후

알 분 법으로 241Am(5.48MeV),242Cm(6.11MeV),244Cm(5.81MeV)을 각각 정량

할 수 있다[2-4-5,6].

환경시료 237Np정량은 235Np[2-4-7],236Np[2-4-8,9],239Np[2-4-10]등과 같은 추

자를 사용하여 회수율을 구할 수 있다.그러나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239Np가 상당

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239Np을 추 자로 사용할 수 없다.따라서,239Np을 추

자 신 스 이크로 사용하여 237Np을 정량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239Np을 스

이크로 사용하는 동 원소희석법을 용하여 237Np을 정량하 다.이 경우 239Np은

감마분 법으로 그리고 237Np은 유도 결합 라즈마 질량분석법으로 각각 측정하

다.

국내에서는 연구의 제약에 따라 238U 보정법을 용한 238Pu정량기술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국외에서 수행된 연구의 로서 SureshK.Aggarwal등[2-4-11]은 열 이

온화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우라늄과 루토늄을 한 필라멘트에 올려놓고 187Re이

온피크를 기 으로 이온화 필라멘트의 온도를 조 함으로 238U/238Pu피크를 분별 측

정하는 방법을 연구하 다. 한 D.Alamelu,등[2-4-12]은 TIMS를 사용하여 238Pu의 측

정에서 필라멘트온도와 우라늄과 루토늄의 양 혼합비에 따라 속이온과 속

산화이온 생성에 하여 실험하 다.즉,이들은 우리의 연구 목 과 상반되게 238U

측정에 미치는 238Pu의 향에 해서 농축된 235U을 스 이크로 사용하여 연구한

바 있다.

제5 사용후핵연료 침출거동 기술 황 조사

사용후핵연료 침출에 한 연구는 1970년 말부터 시작되었다[2-5-1～3].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것은 지하수에 의해 UO2펠렛 표면의 화학특성이 UO2/지하수 시



- 108 -

스템의 산화/환원조건에 의해서 매우 큰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2-5-4,5]. 를 들

면 산화조건을 유지시키면서 UO2펠렛 시편을 지하수로 한 달간 침출시켰을 경우

침출액의 U농도는 약 10
-8
mol/L이었으며 이 결과는 환원조건에서 측정한 U농도

(10
-11
mol/L)보다 10

3
배나 큰 것이었다[2-5-6].더욱 놀라운 것은 침출 기의 2～5

일 동안에 확인된 U 농도는 10
-6
mol/L로서 펠렛 표면에 생성된 산화 우라늄의 빠

른 용해가 그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2-5-7].이와 같이 부분의 연구는 사용후핵

연료 매질의 용해와 침출에 미칠 수 있는 여러 향들을 재 하고 그 거동을 평가

하는 것들로서 사용후핵연료 표면의 국부 인 산화/환원 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방사선 장(radiationfield)효과[2-5-8,9],벤토나이트 화강암과 같은 인공 방

벽과 자연 방벽의 침출수[2-5-10,11]그리고 지하수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 착화제에

의한 향[2-5-12,13]등도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사선 가 매우 큰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하는 실험은 핫셀을 사

용해야 하고 특히 침출율을 평가하기 하여 미량의 악티나이드와 핵분열생성물의

정량,실험 과 후 사용후핵연료 표면의 특성 변화를 측정해야 하는 등,일반 실험

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갖는다.더구나 시 에서 사용된 사용

후핵연료의 방사선 장이 약 500～1,000년 후가 되면 부분의 감마선 방출체 붕괴

로 인하여 격하게 변하게 되므로 임의의 시 에서 방사선 장을 실험조건으로

용할 수 없는 문제 이 있다[2-5-14].이러한 경우에는 사용후핵연료 신 모의 사용

후핵연료(SIMFUEL)을 사용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

며 가까운 장래에 사용후핵연료를 침출실험 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시

편을 다룰 수 있는 핫셀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성 침출액에 극미량 함

유되어 있는 악티나이드와 핵분열생성물의 정량이 가능한 방사선 차폐 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기와 방사선 차폐 유도 결합 라스마 원자방출분 분석기를 보

유하고 있다.실험 후 사용후핵연료 표면의 특성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주사

자 미경은 연구원 내 조사후시험시설에서 운 하고 있어서 이와 련된 연구도 함

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 련된 이론 인 자료 축 과 더불어 아직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한

국가 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 에서 미리 실험실에서 처분장의 지질

환경에 따른 여러 조건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와 침출거동을 살

펴보고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구축해 놓음으로서 향후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이

세워지면 선정된 처분장 후보지의 물리,화학 인 지질특성을 악하기만 해도 쉽

게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와 침출거동을 측할 수 있고 신속하게 본격 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황 조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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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1 조사핵연료 악티나이드 동 원소 분포 특성 규명

1.연구개요

원 운 의 경제성 향상을 한 고연소도 핵연료 개발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을 한 건식 재순환 핵연료의 개발에 있어서 고연소 핵연료 개발의 인허가 차나

실용화에 필요한 핵연료의 건 성 평가를 한 화학특성 자료가 요구된다.고연소

운 에 따라 연소도가 높아질수록 소결체 표면은 심보다 국부 인 연소가 높아

핵분열생성기체에 의한 기포의 집형태가 발생하고,결정립의 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구조를 지니게 된다.이러한 상은 열 도도를 하시키고,소결체의 팽창으로

피복 과의 을 심화시켜 피복 손상을 래한다. 이와 같은 고연소 핵연료의

거동과 련하여 연소특성 평가기술을 확보하고 연소도에 따른 연소특성 연구를 수

행하기 하여 “방사화학기반연구”를 통해 방사선 차폐 laserablationICP-MS측정

시스템과 micro-XRD시스템을 개발하여 조사핵연료의 심에서 가장자리까지 경방

향 동 원소 분포측정 조사핵연료 rim 역에서의 격자상수변화 측정 기술을 확

보하 다[3-1-1].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제 사용후핵연료 내 주

요 성분원소들의 국부연소거동에 한 화학자료를 생산하고,고연소 핵연료의 국부

연소특성 DB를 구축하고자 하 다.연소도별 핵연료의 조사거동을 이해하여 고연소

시 핵연료의 건 성 평가를 한 기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이는 사용후핵연료

의 화학시험․평가 기술을 선진국 수 으로 향상하고,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에 따

른 화학특성 자료를 핵연료의 연소거동 측을 한 산코드를 개발하는데 제공하

여 코드검증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궁극 으로는 국내 유일의 사용후핵연료의 화

학시험․평가 기술을 확보하여 경제성과 안 성이 향상된 새로운 국산핵연료 개발

에 기여하고자 한다.

2.사용후핵연료 시험 상 시편 선정 제작

가.고연소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펠릿의 선정 상 연소도

2호기에서 연소 후 방출된 사용후핵연료 3종(P14P17-1,P14P17-2,

P11Q01)과 4호기에서 방출된 사용후핵연료 1종(J502A14),고리 3호기 연료

3종 고리 3호기 독 (Gd함유 핵연료)에 하여 선정하 으며,P14P17-1,2와

같이 동일 연료 내에서 시료를 취하는 치를 달리하여 연소도에 변화를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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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개발 인 하나로 조사 이 냉각 환형 핵연료 (UO2)에 하여도 측정을

하 으며,시료별 연소이력은 아래와 같다.

∙ J502A14(2005.8.25 4호기 방출 연료)

- 기농축도 :4.49wt.%,

- 평균연소도 :55.6GWd/tU,

-연소일(6-8주기):1438일

∙ P14P17-1,2&P11Q01(2005.11.8 2호기 방출 연료)

- 기농축도:4.495wt.%

-연소일(13-15주기):1413일

- 평균연소도:P14P1748.7GWd/MtU,P11Q0155.8GWd/MtU

∙ S41B13-3,9,13(고리3호기 방출 성자 흡수체 함유 UO2-Gd2O3연료)

- 기농축도 :2.611wt.%,

- 평균연소도 :40.5GWd/tU

-Gd2O3무게비 :5.98Wt%

-Clad:Zirlo

-연소일 :1425일

∙ S41C13-3,10,13(고리3호기 방출 연료)

- 기농축도 :4.511wt.%,

- 평균연소도 :54.5GWd/tU

-Clad:Zirlo

-연소일 :1425일

∙ HA03C03(울진 3호기,선원항 자료용)

- 기농축도 :4.49wt.%,

- 평균연소도 :57.4～59.0GWd/tU

-연소일 :1406일

∙ 하나로조사 이 냉각 환형 핵연료

-시편 (3종):R1-SP1,R3-SP1,R8-SP1

-Enrichment:2.67Wt.%

-평균연소도 :8.1-10.9GWD/tU

-Clad:STS316L

-연소일 :93.8일

P14P17시편의 경우 핵연료 바닥으로부터 180mm 치(P14P17-1)와 3340

mm 치(P14P17-2)의 동일 핵연료 내 서로 다른 두 치에서 측정시편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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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P11Q01시편의 경우 다른 핵연료 의 핵연료 바닥으로부터 1595mm

치에서 시편을 취하 다.원자로에서 측된 P14P17 P11Q01핵연료 의

평균연소도는 각각 48.7GWd/tU 55.8GWd/tU이었다.시험시편의 채취지

에서의 펠릿의 연소도를 측하기 해서 핵연료 의 축을 따라
137
Cs의 감마에

지를 스캔하여 계측한 감마에 지 세기를 평균에 지로 정규화한 결과에 따

르면 P14P17-1,2 P11Q01 시험시편의 연소도는 각각 37.1,44.3 60.9

GWd/tU인 것으로 측되었다.표 3-1-1에 시험시편의 상연소도를 정리하

다.고리핵연료와 하나로 조사 환형핵연료는 평균연소도로 표시하 다.

TypeofNPP Spentfuelspecimen Calculatedburnup(GWd/tU)

PWR(Yeonggwang-4) J502A14 55.6

PWR(Yeonggwang-2)

P11Q01 60.9

P14-P17-1 37.1

P14-P17-2 44.3

PWR(Kori-3)

S41B13-3

S41B13-9 40.5*

S41B13-13

PWR(Kori-3)

S41C13-3

S41C13-10 54.5*

S41C13-13

Dual-cooledannularfuel

(irradiatedinHanaro)

R1-SP1

R3-SP1 8.1-10.9*

R8-SP1

Table3-1-1.Predictedburnupofthespentnuclearfuels

*Calculatedfrom ORIGEN codeforrodaverage

나.고연소 사용후핵연료 선정

1단계 연구에서는 개별 핵연료 펠릿에 한 특성자료들을 생산하 으나,2단계

연구는 하나의 핵연료 에 한 통합 자료를 생산하는데 주안 을 두었다.사용

후핵연료 의 연소이력을 그림 3-1-1에 나타내었다.선정된 고리 2호기 W93

16ACE7시범연료체의 설계 제원은 다음 Table3-1-2와 같고,시험시편의 단

치는 그림 3-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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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험시편 제작

핵연료 펠릿의 수직 단면(그림 3-1-3)을 취하여 방사선 차폐 LA-ICP-MS시스

템을 이용한 동 원소 비 측정용 시편은 피복 을 비롯한 펠릿의 경방향 단면

의 체 직경을 포함하는 길이를 취하고(3(w)x10(l)x0.5(t)mm),방사선 차폐

micro-XRD를 이용한 결정구조 분석을 하여는 검출기로 들어가는 신호의 바탕

값을 이기 하여 반경길이만 취하여 시편을 비하 다(3(w)x5(l)x0.5(t)mm).

이 시편을 30mm(φ)x15mm(h)크기로 에폭시 몰딩한 후 표면을 연마하여 시험시

편을 제작하 다. 한,측정결과의 신뢰성 확인을 해서는 화학 평균연소도

측정을 통한 비교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기 시편의 인 부 를 취해 용해실험에

이용하 다.

Table3-1-2.SpecificationofW93L02fuelrod.

Specification

Fuelpellet Material/Enrichment(wt% U-235)

Diameter(mm)

Pelletlength(mm)

Pelletdensity(g/cc)

UO2/3.813

7.844

9.40

10.51(95.92% TD)

Fuelrod

Cladmaterial

Outerdiameter(mm)

Cladthickness(mm)

Diametergap(μm)

Activelengthoffuel(mm)

Zirlo

9.14

0.572

157

3,657.6

라.시험시편 이송

PWR고연소 사용후핵연료 시험시편 연소도 측정 악티나이드 선원항 분

석용 시편은 화학용해를 해 공압식이송장치를 이용하여 화학핫셀(그림 3-1-4)로

반입하 다.

LA-ICP-MS,μ-XRD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을 해서는 별도의 이송용기

를 이용하 으며,이송용기에 해서는 뒤에 상세히 언 될 것이다.제작완료된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시편이송 차에 따라 시편제조용 핫셀과 연결된 인터벤션

구역의 시편 반출구를 통해 실험실로 이송하고 차폐 러 박스의 caskadapter

를 통해 시편을 반입한 후 시편용기에 장착하 다. 한,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막고 러 박스의 기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방사선계측기를 사용하여 작

업자의 행동반경 내 방사선량을 측정하여 방사선 차폐가 제 로 되고 있음을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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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1.Burnup historyofW9316ACE7in Kori-2reactorand theposition of

W93L02testrodinthefuel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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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ThepositionsoftestspecimensinW93L02fuelroddischargedfrom Gori-2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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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Preparationofspentfuelspecimen

Fig.3-1-4.ChemicalhotcellinthePIEanalytical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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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료용해 방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측정기술 개발

가.개요

화학 방법에 의한 연소도 측정은 측정기술과 지표원소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

이 이용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Nd-148방법으로 공인된

ASTM 방법이다[3-1-2].Nd동 원소
148
Nd은 지표원소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거의 만족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235
U과

239
Pu에 해 거의 같은 핵분열수율

을 갖고 성자포획 단면 이 으며,핵연료 내에서 이가 없는 등의 장 을

가지고 있어 이상 인 연소도 지표원소로서 추천되어 왔다[3-1-2].따라서 화학 방

법으로 연소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조사핵연료 의 무거운 원소와 연소도 지표원

소를 정량해야 하므로 조사핵연료의 분석시료 비를 한 핵연료의 완 용해와 화

학 분리가 선행되어야 한다.Nd핵분열생성물을 연소도 지표원소로 이용하여 연

소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U,Pu Nd을 동시정량하기 하여 삼 스 이크

(
233
U,

242
Pu

150
Nd)를 이용하는 동 원소희석 질량분석법(isotopedilutionmass

spectrometry,IDMS)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평가되어 왔다.고연소 PWR핵연료는

연소 PWR핵연료와 마찬가지로 핵분열생성물 원소를 포함하는 산화우라늄 핵연

료의 조성을 가질 것으로 상되지만 장주기 고연소에 따른 화학 으로 많은 다른

특성을 보일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2호기 4호기에서 장주기 연소한 PWR형 핵연료,고리

3호기에서 연소한 성자흡수체 함유 미함유 핵연료,하나로에서 조사시킨 이

냉각 환형핵연료를 확립한 연소도 측정기술을 기 로 하여 화학 방법에 의한 핵

연료 연소도와 련된 원소들의 동 원소 조성을 측정하 다.동 원소희석 질량분

석기술을 토 로 Nd지표원소법[Nd-148,Nd-(145+146) Nd-total방법]으로 연소

도를 측정하고 상호비교하여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 으며,열이온화 질량분

석기로 측정한 U,Pu Nd동 원소들의 조성을 검토하여 화학 순수분리와 분

석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 다.

나.고연소핵연료 용해 화학 처리기술 개발

1)고연소핵연료 용해 시료 처리

고연소 PWR핵연료의 연소도 측정을 한 반 인 과정은 Fig.3-1-5와 같

다.먼 방사성구역 화학핫셀로 이송된 핵연료시료는 무게측정 후 제작 설치된

용해장치를 이용하여 용해시켰다.고연소 PWR 핵연료 시료 용해는 연소

PWR핵연료 시료 용해조건을 수정하여 2단계 용해방법으로 수행하 다.1단계



- 117 -

는 HNO3(1+1)용액으로 90℃에서 8시간 환류시켜 용해하 으며,2단계 용해는

1단계 용해완료 냉각 후 진한 질산 일정량(10-20mL)을 첨가하고 90℃에서 8

시간 환류시켜 용해하 다.용해후 수집한 핵연료 용액은 무게측정 방법으로 일

정농도로 희석하고 희석용액 일정량을 취하여 핵종분리를 하여 러 박스로

이송하 다.

2)핵연료 U,Pu,Nd분리

용해된 핵연료용액은 핵연료 조사이력, 상핵종 농도 최 시료농도범 ,

방사선작업의 안 성 등을 고려하여 희석조건을 설정하고 1종의 핵연료시료에

해 2개의 분석시료를 비하 다.

화학 Nd-148방법으로 연소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조사핵연료 시료로부

터 무거운 원소(U,Pu)와 연소도 지표원소로 이용하는 특정 핵분열생성물(Nd)을

순수하게 분리해야 한다.이러한 분리는 시료특성상 차폐된 시설(glovebox)내에

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본 핵연료시료 의 U,Pu Nd

분리는 PWR형 핵연료에 하여 당 부서에서 확립한 분리도해(BioradAG1X4

1X8음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2단계 크로마토그래피)에 하여 수행하 다

[3-1-3].U,Pu Nd을 동 원소희석 질량분석법(Isotope Dilution Mass

Spectrometry,IDMS)으로 동시정량하기 하여 비한 분석시료 의 하나에 삼

스 이크(
233
U,

242
Pu

150
Nd)를 일정량 혼합한 시료용액을 비하고 스 이

크를 혼합하지 않은 시료와 동일한 과정으로 동시에 분리한다.본 연구에 사용

한 스 이크의 농도는 아래와 같다.

∙ U-233용액(ORNL산) :1320.0712μg-
233
U/mL

(NBLCRM 129표 용액을 이용 IDMS로 표정)

∙ Pu-242용액(IRMM 산):2.0335μg-
242
Pu/mL

(IRMM 산 표 용액을 희석 방사능붕괴 보정)

∙ Nd-150용액(ORNL산):1.8922μg-
150
Nd/mL

(Spex사 Plasma표 용액을 이용 IDMS로 표정)

다.고연소핵연료 화학 연소도 측정

1)질량분석 동 원소 정량

확립된 2단계 연속 분리과정에 의하여 각 핵연료시료로부터의 2개 분석시

료,즉,핵연료시료용액 스 이크첨가 핵연료시료용액 의 U,Pu Nd을

분리 수집하고 건조 농축과정을 거쳐 질량분석시료를 비하 다.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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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을 러 박스로부터 인출한 후 질량분석실로 옮겨 열이온화 질량분석기

(thermalionizationmassspectrometer,TIMS)를 이용하여 동 원소비를 측정하

다.

가) 원 에서 방출된 고연소 PWR핵연료

Table3-1-3에는 원 에서 방출된 고연소 PWR핵연료 시료 6종으로부터

분리한 U을 질량분석기로 측정한 동 원소 조성(atom %)을 나타내었다(불확도

2σ). 연소 PWR 핵연료보다 높은 기
235
U 농축도(J502A14 계열 :4.54

atom%,P14P17 P11Q01계열 :4.55atom%)를 가지는 본 연구의 고연소

PWR핵연료시료의 질량분석 결과,
235
U의 동 원소 조성은 0.65-1.65atom % 범

로 나타났으며 많은 감손이 이루어 진 것을 보여 주었다.Table3-1-4에는 이

들 6종의 고연소 PWR핵연료시료로부터 분리한 Pu을 질량분석기로 측정한 동

원소 조성(atom %)을 나타내었다(불확도 2σ).핵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Pu

동 원소 핵분열성 주동 원소인
239
Pu은 46-61atom%,

241
Pu은 11-14atom%

범 로 나타났다.Table3-1-5에는 Nd의 질량분석 결과로부터 연소도계산에 필

요한 질량차별 바이어스(massdiscriminationbias),천연으로부터의 오염 붕

괴에 의하여 생성되는 질량 142피크를 보정한 동 원소 조성을 나타내었다(불

확도 2σ).U,Pu Nd모든 원소의 동 원소조성은 본 연구에서 이용한 화학

분리도해에 의하여 동 원소들의 간섭이 없이 순수하게 분리되는 것을 확인

하 다.

Isotope
Atom%

J502A14-2 J502A14-4 P14P17-1 P14P17-2 P11Q01-2 P11Q01-5

U-234
0.020

±0.002

0.018

±0.006

0.027

±0.001

0.024

±0.005

0.021

±0.007

0.019

±0.002

U-235
0.648

±0.001

0.750

±0.004

1.655

±0.001

1.415

±0.005

0.667

±0.011

0.781

±0.002

U-236
0.700

±0.010

0.696

±0.006

0.550

±0.001

0.615

±0.008

0.690

±0.011

0.692

±0.002

U-238
98.631

±0.023

98.537

±0.010

97.769

±0.010

97.946

±0.010

98.622

±0.021

98.509

±0.002

Table3-1-3.Isotopiccompositionsoftheuranium separatedfrom thehigh burnup

PWRfuel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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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fuelsample

Dissolution

Dilution

Sampling

Spiking 233U,242Pu,150Nd

Separation

TIMS/IDMS

Dataprocessing

Burnup Nd-148,Nd-(145+146),Nd-total

U,Pu,Ndcontent

Isotoperatio

Fig.3-1-5.BasicprocessesinPIEanalytical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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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ope
Atom%

J502A14-2 J502A14-4 P14P17-1 P14P17-2 P11Q01-2 P11Q01-5

Pu-238
4.743

±0.014

4.222

±0.006

2.544

±0.016

2.543

±0.019

4.570

±0.011

4.126

±0.005

Pu-239
46.170

±0.010

46.952

±0.004

61.081

±0.027

58.728

±0.028

50.091

±0.042

51.473

±0.008

Pu-240
25.183

±0.007

25.201

±0.005

21.243

±0.019

21.057

±0.016

22.221

±0.013

21.865

±0.006

Pu-241
13.862

±0.007

14.030

±0.006

11.362

±0.026

12.899

±0.019

14.253

±0.007

14.354

±0.005

Pu-242
10.042

±0.007

9.595

±0.004

3.770

±0.015

4.772

±0.021

8.865

±0.005

8.182

±0.003

Table3-1-4.Isotopiccompositionsoftheplutonium separatedfrom thehighburnup

PWRfuelsamples

Isotope
Atom%*

J502A14-2 J502A14-4 P14P17-1 P14P17-2 P11Q01-2 P11Q01-5

Nd-143
16.834

±0.007

17.326

±0.008

22.018

±0.008

21.130

±0.005

17.158

±0.086

17.864

±0.009

Nd-144
35.263

±0.011

34.809

±0.007

31.311

±0.006

31.762

±0.008

35.352

±0.009

34.351

±0.011

Nd-145
15.802

±0.009

15.932

±0.009

17.526

±0.009

16.689

±0.006

15.762

±0.099

15.569

±0.007

Nd-146
18.376

±0.007

18.319

±0.010

16.342

±0.009

17.256

±0.007

18.219

±0.122

18.473

±0.007

Nd-148
9.272

±0.007

9.239

±0.006

8.935

±0.006

8.993

±0.005

9.256

±0.090

9.261

±0.006

Nd-150
4.453

±0.006

4.374

±0.005

3.868

±0.003

4.170

±0.004

4.253

±0.607

4.483

±0.005

*Correctedforcontributionduetonaturalcontaminationandmassdiscrimination

Table3-1-5.Isotopiccompositionsoftheneodymium separatedfrom thehighburnup

PWRfuelsamples

나)고리원 에서 방출된 고연소 PWR핵연료

고리원 에서 방출된 고연소 PWR핵연료 시료 6종으로부터 UO2-Gd2O3핵연

료의
235
U 기농축도[2.611w/o(2.644atom%)]감손(0.43-0.53atom%)을 확인

하고 동 원소분율을 산출하 으며(표 3-1-6참조),UO2핵연료
235
U의 기농축

도[4.511w/o(4.566atom%)]감손(0.51-0.68atom%)확인 동 원소분율을 산

출하 다(표 3-1-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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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ope
Atom%

B13-3 B13-9 B13-13

U-234 0.009±0.002 0.011±0.002 0.007±0.002

U-235 0.430±0.012 0.473±0.004 0.528±0.006

U-236 0.209±0.004 0.404±0.008 0.194±0.007

U-238 99.373±0.042 99.113±0.032 99.275±0.026

Table3-1-6.Isotopiccompositionsoftheuranium separatedfrom theUO2-Gd2O3 spent

fuelsamples

Isotope
Atom%

C13-3 C13-10 C13-13

U-234 0.003±0.002 0.018±0.002 0.008±0.002

U-235 0.552±0.008 0.683±0.004 0.511±0.005

U-236 0.191±0.004 0.698±0.007 0.200±0.009

U-238 99.295±0.017 98.602±0.012 99.283±0.018

Table3-1-7.Isotopiccompositionsoftheuranium separatedfrom theUO2 spentfuel

samples

UO2-Gd2O3 핵연료의 Pu 핵분열성원소,239Pu(48-59atom%) 241Pu (11-14

atom%)을 포함한 동 원소분율 산출하 으며(표 3-1-8참조),UO2핵연료의 Pu

핵분열성원소,239Pu(47-61atom%) 241Pu(11-14atom%)을 포함한 동 원소분

율을 산출하여 표 3-1-9에 나타내었다.

Isotope
Atom%

B13-3 B13-9 B13-13

Pu-238 2.001±0.025 3.070±0.020 1.479±0.027

Pu-239 56.914±0.020 48.233±0.032 59.337±0.032

Pu-240 24.488±0.012 25.204±0.020 23.923±0.014

Pu-241 11.609±0.010 14.209±0.016 11.178±0.008

Pu-242 4.988±0.010 9.284±0.040 4.084±0.004

Table3-1-8.Isotopiccompositionsoftheplutonium separatedfrom theUO2-Gd2O3spent

fuel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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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ope
Atom%

C13-3 C13-10 C13-13

Pu-238 0.959±0.006 4.512±0.014 1.131±0.010

Pu-239 61.152±0.005 47.076±0.008 58.840±0.007

Pu-240 23.585±0.004 24.903±0.008 24.171±0.005

Pu-241 10.605±0.003 13.872±0.007 11.471±0.008

Pu-242 3.699±0.001 9.637±0.005 4.387±0.003

Table3-1-9.Isotopiccompositionsoftheplutonium separatedfrom theUO2 spentfuel

samples

한,연소도 측정을 하여 고리 3호기 핵연료인 UO2-Gd2O3 핵연료(표

3-1-10참조)와 UO2핵연료(표 3-1-11참조)의 Nd동 원소의 보정 동 원소분율

을 산출하 다.조사핵연료의 핵물질 계량화를 하여 핵연료시료 의 U과 Pu

의 정확한 농도 정량이 요구되고 있다.

Isotope
Atom%*

B13-3 B13-9 B13-13

Nd-143 20.213±0.034 18.068±0.017 21.339±0.043

Nd-144 32.144±0.061 33.918±0.041 31.055±0.083

Nd-145 17.062±0.032 15.900±0.018 17.291±0.027

Nd-146 16.801±0.031 18.043±0.016 16.603±0.026

Nd-148 9.219±0.019 9.353±0.015 9.182±0.021

Nd-150 4.561±0.019 4.718±0.012 4.530±0.018

*Correctedforcontributionduetonaturalcontaminationandmassdiscriminationbias

Table3-1-10.Isotopiccompositionsoftheneodymium separated from theUO2-Gd2O3
spentfuelsamples

Isotope
Atom%*

C13-3 C13-10 C13-13

Nd-143 21.246±0.035 17.055±0.019 20.905±0.041

Nd-144 31.387±0.054 35.825±0.051 31.298±0.051

Nd-145 17.410±0.026 15.603±0.018 17.180±0.036

Nd-146 16.385±0.038 18.168±0.024 16.549±0.033

Nd-148 9.120±0.018 9.058±0.022 9.294±0.038

Nd-150 4.452±0.019 4.290±0.013 4.774±0.025

*Correctedforcontributionduetonaturalcontaminationandmassdiscriminationbias

Table3-1-11.Isotopiccompositionsoftheneodymium separatedfrom theUO2spentfue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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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삼 스 이크를 이용한 동 원소희석 질량분석법을 기반으로 연

소도측정을 수행하므로 동시에 U,Pu 성분 동 원소들의 정량이 가능하다.

핵연료의 핵물질 계량화를 하여 동 원소희석 질량분석법을 이용하여 핵연료

시료 의 U(표 3-1-12참조) Pu(표 3-1-13참조)과 성분 동 원소 정량을 수

행하 다.

Sample
U-mg/g-fuelsample

Total U-234 U-235 U-236 U-238

B13-3 587.04 0.05 2.49 1.22 583.28

B13-9 588.85 0.06 2.75 2.36 583.68

B13-13 575.02 0.04 3.00 1.11 570.88

C13-3 531.77 0.02 2.90 1.01 527.85

C13-10 622.33 0.11 4.20 4.31 613.72

C13-13 620.36 0.05 3.13 1.23 615.95

Table3-1-12.QuantitiesofU intheUO2-Gd2O3andUO2spentfuelsamplesdetermined

byanisotopedilutionmassspectrometry

Sample
Pu-mg/g-fuelsample

Total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B13-3 6.57 0.13 3.73 1.61 0.77 0.33

B13-9 10.46 0.32 5.03 2.64 1.49 0.98

B13-13 6.22 0.09 3.68 1.49 0.70 0.26

C13-3 5.16 0.05 3.15 1.22 0.55 0.19

C13-10 11.02 0.49 5.17 2.75 1.54 1.07

C13-13 6.90 0.08 4.05 1.67 0.80 0.31

Table3-1-13.QuantitiesofPuintheUO2-Gd2O3andUO2spentfuelsamplesdetermined

byanisotopedilutionmassspectrometry

나)하나로 조사 환형핵연료

Table3-1-14에는 이 냉각 환형핵연료 시료에 하여 측정된 U 동 원소조성

(atom %)을 나타내었다.Table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된 이 냉각 환형핵연료

시료의 경우
235
U의 기농축도 [2.67w/o(2.70atom%)]에서 1.49∼1.68atom%

로 많은 감손이 이루어 진 것을 보여 주었다.Table3-1-15에는 이 냉각 환형핵

연료 시료에 하여 측정된 Pu동 원소조성 (atom %)을 나타내었다.핵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Pu 의 주성분인
239
Pu의 동 원소조성은 연소한 이 냉각

환형핵연료 시료의 경우 84-87atom % 범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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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ope
Atom%

R1-SP1 R3-SP1 R8-SP1

U-234 0.022±0.001 0.023±0.001 0.021±0.002

U-235 1.614±0.003 1.677±0.003 1.493±0.003

U-236 0.175±0.003 0.169±0.005 0.194±0.006

U-238 98.189±0.011 98.130±0.014 99.292±0.007

Table3-1-14.IsotopiccompositionsofUseparatedfrom irradiateddual-cooledannular

fuelsamples

Isotope
Atom%

R1-SP1 R3-SP1 R8-SP1

Pu-238 0.124±0.010 0.058±0.001 0.115±0.004

Pu-239 85.508±0.012 86.774±0.017 83.896±0.017

Pu-240 12.373±0.004 11.557±0.011 13.699±0.014

Pu-241 1.810±0.004 1.473±0.008 2.050±0.006

Pu-242 0.185±0.002 0.138±0.007 0.241±0.004

Table3-1-15.IsotopiccompositionsofPuseparatedfrom irradiateddual-cooledannular

fuelsamples

Table3-1-16에는 Nd의 질량분석 결과로부터 연소도계산에 필요한 질량차별 바

이아스 (massdiscriminationbias) 천연오염으로부터의 기여를 보정한 동 원

소조성을 나타내었다.측정된 동 원소조성을 검토한 결과 Nd의 동 원소를 포

함하는 Ce Sm으로부터의 간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sotope
Atom%

R1-SP1 R3-SP1 R8-SP1

Nd-143 26.362±0.041 26.586±0.040 25.634±0.039

Nd-144 26.968±0.041 26.794±0.041 27.389±0.042

Nd-145 19.028±0.031 19.076±0.031 18.966±0.031

Nd-146 15.362±0.026 15.290±0.025 15.501±0.026

Nd-148 8.832±0.029 8.833±0.029 9.000±0.029

Nd-150 3.448±0.014 3.422±0.014 3.510±0.015

Table3-1-16.IsotopiccompositionsofNdseparatedfrom irradiateddual-cooledannular

fuel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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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의 핵물질 계량화를 하여 동 원소희석 질량분석법을 이용하여 핵연료

시료 의 U(표 3-1-17참조) Pu(표 3-1-18참조)과 성분 동 원소 정량을 수

행하 다.

Sample
U-μg/mL

Total U-234 U-235 U-236 U-238

R1-SP1 1307.31 0.28 20.84 2.27 1283.92

R3-SP1 1379.32 0.32 22.91 2.32 1353.78

R8-SP1 1945.70 0.41 28.70 3.74 1912.85

Table3-1-17.QuantitiesofU and itsisotopesin irradiated dual-cooled annularfuel

samplesdeterminedbyisotopedilutionmassspectrometry

Sample
Pu-μg/mL

Total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R1-SP1 1.42 0.00 1.21 0.18 0.03 0.00

R3-SP1 1.30 0.00 1.13 0.15 0.02 0.00

R8-SP1 2.11 0.00 1.77 0.29 0.04 0.01

Table3-1-18.QuantitiesofPu and itsisotopesinirradiated dual-cooled annularfuel

samplesdeterminedbyisotopedilutionmassspectrometry

2)고연소 핵연료 화학 연소도 산출

화학 방법(Nd-148방법)에 의한 연소도계산의 기본식은 아래 식 3-1-1과 같

다.먼 화학 연소도(atom% fission)를 계산하고 에 지 단 인 MWd/tU 혹

은 GWd/tU로 환산한다.

   

 
×  .................(3-1-1)

여기서,

Ft(148):
148
Nd유효핵분열수율에 한 핵연료시료 의

148
Nd원자수의 비

N(U+Pu):핵연료시료 의 U과 Pu원자수의 합

상기 식에 따라 연소도를 계산하기 해서는 핵연료시료용액 의 U,Pu

148
Nd을 정확하게 정량해야 한다.이들 원소와 동 원소들을 동 원소희석 질량

분석법으로 정확하게 정량하기 해서는,스 이크의 정확한 농도와 정확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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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합,시료용액으로부터 U,Pu Nd의 순수한 분리,정확한 질량분석 동

원소비 산출,질량차별 바이아스 천연으로부터의 오염에 한 보정,
147
Nd

열 성자포획에 따른 기여의 보정,방사성핵종에 한 붕괴보정,정확한 핵 상

수의 용 등이 필수 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ASTM 표 시험 차서(ASTM E

321-96,Nd-148method)에 하여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정확한 연소도산출

에 필요한 유효핵분열수율의 계산은 문헌[3-1-4]에서 소개한 방법을 이용하 으

며 Table3-1-19에서 핵연료의 유효핵분열수율을 보여 다.

Isotope
Effectivefissionyield(%)

J502A14-2 J502A14-4 P14P17-1 P14P17-2 P11Q01-2 P11Q01-5

Nd-143 5.6485 5.6728 5.6719 5.5951 5.4534 5.4726

Nd-144 5.1668 5.1930 5.1870 5.1046 4.9543 4.9748

Nd-145 3.7552 3.7692 3.7657 3.7216 3.6413 3.6523

Nd-146 2.9046 2.9118 2.9073 2.8848 2.8449 2.8504

Nd-148 1.6844 1.6835 1.6787 1.6820 1.6902 1.6891

Nd-150 0.7324 0.7261 0.7217 0.7420 0.7814 0.7761

Table3-1-19.EstimatedeffectivefissionyieldsforthehighburnupPWRfuelsamples

dischargedfrom YG-2&4reactor.

Table3-1-20에는 원 6개 핵연료시료에 한 질량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핵연료 내에서의 U핵분열에 의한 연소도(부분연소도,F5)를 계산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한 부분연소도가 총연소도(FT)에 해 기여를 분율로 계산해 보았으며

그 결과 6개 시료에 해 52-69% 범 이었다.Table3-1-21에는 동 원소희석 질

량분석법을 이용하여 4개 핵연료시료에 해 U과 Pu의 정량결과를 토 로

Pu/U 농도 비를 산출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u/U농도비는 핵연료의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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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Atom% fission

(F5/FT)x100
F5 FT*

J502A14-2 3.2397 5.4975 58.93

J502A14-4 3.1444 5.3540 58.73

P14P17-1 2.3977 3.4719 69.06

P14P17-2 2.5714 4.2680 60.25

P11Q01-2 3.2362 6.0639 53.37

P11Q01-5 3.1230 5.9371 52.60

*DeterminedbyNd-148method

Table3-1-20.Determination of
235
U fractional(F5)and totalburnup(FT)in atom%

fissionforthehighburnupPWRfuelsamples(YGreactor)

Sample

J502A14-2 J502A14-4 P14P17-1 P14P17-2 P11Q01-2 P11Q01-5

Pu/U - - 1.01% 1.32% 1.52% 1.55%

Table3-1-21.ContentratiosofPu toU in weightforthehigh burnup PWR fuel

samples(YGreactor)

본 연구의 질량분석 결과를 토 로 Nd-148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연소도결과

를 비교분석하기 하여 참조방법으로 다른 연소도 지표원소를 이용하는 2가지

연소도측정기술을 이용하 다.즉, 성자포획효과에 거의 향을 받지 않는

Nd-(145+146)방법,핵연료시료 의 Nd의 모든 동 원소 정량결과를 이용하는

Nd-total방법을 이용하 으며 원 방출 핵연료에 한 측정결과를 Table

3-1-22에 함께 나타내었다.6종의 핵연료 시료에 해 방법 간 비교결과,최고

3.6% 상 편차 범 에서 상호 일치하 으며 연소도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분석에 사용한 핵연료시료는 채취지 의 국부 연소특성을 가지지만

계산에 의한 평균연소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J502A14와 P14P17계열의 핵연

료 시료의 측정연소도는 평균연소도보다 낮은 값을 보인 반면 P11Q01계열의

핵연료시료는 높은 값을 보 다.

고리원 핵연료인 성자흡수체 함유 핵연료[UO2-Gd2O3, (B13-3,B13-9,

B13-13)] 성자흡수체 미함유 핵연료[UO2(C13-3,C13-10,C13-13)]의 총연소

도를 산출하고 ORIGEN code에 의한 계산치와 비교한 결과 계산에 의한 평균

연소도는 화학 방법에 의한 국부 핵연료 시료의 측정연소도 범 에 있음을 확

인하 다.(Table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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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GWd/tU

Nd-148 Nd-(145+146) Nd-total* Calculated**

J502A14-2
52.78±1.65

(1.000)

53.22±1.66

(1.008)

52.86±1.65

(1.002)
55.6

J502A14-4
51.40±1.61

(1.000)

51.37±1.61

(0.999)

51.11±1.60

(0.994)

P14P17-1
33.33±1.04

(1.000)

34.16±1.07

(1.025)

33.52±1.05

(1.006)
48.7

P14P17-2
40.97±1.28

(1.000)

41.96±1.31

(1.024)

41.37±1.29

(1.010)

P11Q01-2
58.21±1.82

(1.000)

60.30±1.88

(1.036)

58.65±1.83

(1.008)
55.8

P11Q01-5
57.00±1.78

(1.000)

58.81±1.84

(1.032)

57.82±1.81

(1.014)

*143+144+145+146+148+150

**Calculatedfrom ORIGEN 2forrodaverage

Table3-1-22.TotalburnupdeterminedbytheNdisotopemonitormethodsforthe

highburnupPWRfuelsamplesfrom Yeonggwangreactor

     

Sample GWd/tU Calculated*

B13-3 20.7±0.6

40.5B13-9 43.0±1.3

B13-13 18.2±0.6

C13-3 16.7±0.5

54.5C13-10 55.9±1.7

C13-13 19.0±0.6

*Calculatedfrom ORIGEN codeforrodaverage

Table3-1-23.TotalburnupdeterminedbytheNd-148methodfortheUO2-Gd2O3and

UO2spentfuelsamplesdischargedfrom Kori-3reactor

Sample GWd/tU Calculated*

R1-SP1 9.7±0.3

8.1-10.9R3-SP1 8.9±0.3

R8-SP1 10.7±0.3

*Calculatedfrom ORIGEN codeforrodaverage

Table3-1-24.TotalburnupdeterminedbytheNd-148methodforirradiateddual-cooled

annularfuel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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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소도 측정결과의 교차분석

상기의 차에 의하여 측정된 연소도 동 원소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

기 하여 몇가지 상 계를 이용한 교차분석을 수행하 다.같은 핵연료 집합

체에서 연소한 성자흡수체 함유 미함유 핵연료시료에 한 240Pu/239Pu

atom ratio와 측정된 총연소도와를 도시해 보았을 때 같은 직선성을 나타내었으

며(Fig.3-1-6),
240
Pu/

239
Puatom ratio와

236
U/

235
U atom ratio를 도시한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로 같은 직선성을 나타내었다(Fig.3-1-7).Fig.3-1-8에는 하나로 조사

이 냉각 환형핵연료 시료에 하여 235U/236U atom ratio와 총연소도와의 상

계를 도시해 보았으며 좋은 직선성을 나타내었다. 한,
239
Pu/

240
Pu atom

ratio와 총연소도와의 상 계를 도시한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좋은 직선성

을 나타내었다(Fig.3-109).

라.결론

고리 3호기 상용원자로에서 장주기 (1425일)연소한 성자흡수체 함유 미함유

PWR형 핵연료의 건 성을 확인하기 한 화학 연소도측정기술을 개발하

다.연소도측정을 한 표시료를 취하여 당 부서의 시험시설로 공 될 경우

당 부서에서 확립한 연소도측정기술을 용하여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특히, 성자흡수체 함유 핵연료는 다량의 Gd을 포함하고 있어

화학 분리과정에서 간섭을 우려하 으나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한

당 부서에서는 성자흡수체 함유 핵연료에 한 U,Pu Nd와 성분 동 원소

들의 정량이 요구될 경우 Gd동 원소들의 정량을 추가할 수 있도록 4 스

이크를 이용한 동 원소희석 질량분석기술을 개발 에 있다.고연소 PWR핵연

료는 재 국내 여러 상용원자로에서 50,000MWD/MTU 이상 연소 에 있으

므로 성자흡수체 함유 핵연료를 포함하여 차후 많은 핵연료들에 한 조사후

시험이 수행될 것으로 기 된다.고연소용 핵연료로서 개발 인 이 냉각 환형

핵연료의 하나로조사 핵연료의 경우도 연소핵연료이나 성공 으로 연소도

성분 동 원소들을 정량할 수 있었다.이 Clad로 구성된 이 냉각 환형 핵연

료의 용해거동은 일반 PWR형 핵연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용해과정에서 생성된 불용잔유물을 수집 EPMA 등으로 분석을 보았으나 불

용성의 특성원소는 확인되지 않았다.따라서 본 핵연료의 연소도측정을 한 용

해용매로서 질산용액만을 사용해도 양호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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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6.Thedependencyof240Pu/239Puatom ratioonthetotalburnup

Fig.3-1-7.Thedependencyof240Pu/239Puatom ratioonthe236U/235Uatom ratio



- 131 -

Fig.3-1-8.Thedependencyof
235
U/

236
Uatom ratioonthetotalburnup

Fig.3-1-9.Thedependencyof239Pu/240Puatom ratioonthetotalburnup



- 132 -

4.사용후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분포 국부연소특성

고연소도 핵연료 개발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통한 재순환핵연료의 개발에

있어서 고연소 핵연료 개발의 인허가 차나 실용화에 필요한 핵연료의 건 성 평

가를 한 화학특성 자료가 요구된다. 한,핵연료의 연소거동 측을 한 산코

드 개발을 해서는 핵연료를 고연소시킬 때의 핵연료 거동 안 성 분석과 련

된 연구들이 요구되고 있다.이와 련하여 핵연료를 고연소시킬 때의 핵연료 거동

안 성 분석과 련된 연구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고연소 운 시

핵연료 림 등 국부특성의 요성이 보고되고 있어 고연소 사용후핵연료의 국부연소

특성 자료를 제공하고 련 DB를 구축하고자 한다.사용후핵연료 내 핵분열생성물

의 반경방향 분포 자료는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른 국부연소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단된다.이에 따라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심에서 가장자리까지 악티나이드 핵분열생성물의 동 원소 비 변화를 측정하

다.

가.고연소 사용후핵연료 시편이송 장착

1)시편 이송용기 개조

기존에 제작된 용기는 무게 심이 높고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용기의 높낮이

조 폭이 작아 이송 시 작업자의 안 에 향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따

라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시편이송 시 작업자의 안 과 편의를 도모하기

해 다음과 같이 용기를 개조하 으며, 련사항을 특허출원하 다(그림 3-1-10

참조,등록 제0946316호).

∙ 시료수납용기의상하 치조 장치를장착하 다.

∙시료수납용기의 후좌우거동을조 하는조 수단을 장착하고,조 수단의상

부에수납용기의상하기울기(tiltingangle)를조 하는틸 장치구비하 다.

∙ 이송장치가 놓여진 지면의 수평도에 따라 시료 수납용기의 자체하 에 의해 자동

으로 밸런싱을 유지하는 밸런싱 장치를 시료 수납용기 하부 지지 하면에 구비

하 으며,이송장치와핫셀의 속면을onetouch방식으로체결하는클램 장치

를부착하 다.

∙ 시료 수납용기에 수납된 시료를 핫셀 내부로 반입하거나 핫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시료 를 두 부분으로 나 고 무두볼트(setscrew)를 사용하여 분리

체결 가능하게 하여 이동 보 시 편리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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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10.Radiationshieldedspecimencask(above)andadocumentforapatent

application(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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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편이송 장착

LA-ICP-MS XRD 측정을 해 상기의 이송용기를 이용하여 시편이송 차

에 따라 시편제조용 핫셀과 연결된 인터벤션 구역의 시편 반출구를 통해 제작완

료된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실험실로 이송하고 차폐 러 박스의 caskadapter

를 통해 시편을 반입한 후 시편용기에 장착하 다. 한,작업자의 방사선 피폭

을 막고 러 박스의 기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방사선계측기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행동반경 내 방사선량을 측정하여 방사선 차폐가 제 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나.LA-ICP-MS에 의한 고연소 사용후핵연료 반경방향 동 원소 비 분포측정

1)Laserablation시스템 학정렬

시편장착 완료 후 학정렬용 He-Nelaser를 이용하여 이 가 닿는 지 이

CCD카메라를 통해 이미지 화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 다.이 He-Nelaser의

빔 경로에 Nd:YAG laser의 빔경로를 일치시켜 시료채취 치가 CCD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 화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학정렬을 수행하 다.

2)장치 실험

사용후핵연료 내 주요 핵분열생성물의 반경방향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방사선 차폐 이 용발-유도 라즈마-질량분석(Laser

ablation-ICP-MS)시스템을 이용하 다.그림 3-1-11는 측정에 사용된 방사선 차

폐 이 용발 시스템을 보여 다.

러 박스 내로 반입된 시편은 Manipulator를 이용하여 Ablationchamber

내에 시편을 장착한 후 chamber를 닫았다.Ablation chamber아래쪽의 jiffy

jack구동장치를 활용하여 ablationchamber의 높이를 1차 으로 조 하고,z-축

병진장치를 이용하여 시료표면이 화면상에 나타나도록 2차 으로 높이를 조 하

다.제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병진장치의 XYZ축을 움직여 이미지 시스템의

을 맞추고 측정할 시편의 체크기로부터 시편 심에서 가장자리까지의

치를 확인하 다.LA 시스템을 PVC 으로 HR-ICP-MS시스템에 연결하 으

며,채취된 미세입자의 운반을 해 Ar을 운반기체로 사용하 다.질량분석기의

조건을 최 화하여 시편의 치를 옮겨가며 원하는 성분원소의 동 원소 비를

측정하 다. 원으로는 266nm Q-switchedNd:YAG 이 가 사용되었으며,동

원소 측정에는 고분해능 질량분석기(Finnigan,ELEMENT)를 활용하 다.시스

템의 작동조건을 표 3-1-25에 정리하 으며,측정에 사용된 시편의 단면을 그림

3-1-12에 나타내었다.시편 끝부분의 밝은 부분은 피복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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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11.Schematicdiagram (top)andphoto(bottom)ofradiationshieldedlaser

ablationsystem.

(a) (b) (c) (d)

Fig.3-1-12.Preparedspentfuelspecimensoriginatingfrom theYeonggwangNPPin

Korea.(a)P14P17-1,(b)P14P17-2,(c)P11Q01,(d)J502A14[timeafterdischargeto

measurement:3yearsfor(a)∼(c)and2years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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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1-25.OperatingconditionsoftheLA-ICP-MSsystem.

Parameter Conditions

ICP-MS

RFPower

Coolinggasflow

Auxiliarygasflow

Samplinggasflow

Samplecone

Skimmercone

Massresolution

Quadrupoleworkingpressure

Detectionmode

1300W

13l/min

0.7l/min

1.0l/min

Nickelwitha1.1mm orifice

Nickelwitha0.8mm orifice

300m/Δm

10
-7
mbar

counting

Laser

Ablation

Lasersource

Laserpower

Repetitionrate

Samplingtime

Beam profile

Nd:YAG266nm

48% (4mJat100%)

10Hz

2sec

Tem00mode

3)U,Pu동 원소 분포특성

먼 사용후핵연료 시편 의 주요 핵분열성 핵종인 우라늄과 루토늄에

한 동 원소 분포를 측정하 다.사용후핵연료의 경우,기 물질이 없는 을 감

안하여 235U에 한 236U 239Pu,240Pu,241Pu의 동 원소 비를 측정하 다.먼

4호기에서 방출된 J502A14시편의 측정결과를 살펴보면(그림 3-1-13),

236U의 경우 반경방향의 치에 따른 분포가 체 으로 큰 변화 없이 균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이와는 달리 Pu의 경우 rim 쪽에서 격한 증가를 보여주

었다.이는 알려진 것과 같이 238U의 neutroncapture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연소도 55GWd/tU정도에서도 rim 쪽의 국부연소도가 평균연소도보다 훨씬 높

아 이와 하고 있는 피복 특성에도 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른 분포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연소도가 다른 3

개의 시편에 해 비교시험을 수행하 다.시편의 치에 따라 연소도가 달라질

것을 감안하여 동일 내에서 취한 치가 다른 두 시편,P14P17-1( 바닥에서

180mm) P14P17-2( 바닥에서 3340mm)와 다른 연료 에서 취한 연소도가

상 으로 높은 편인 P11Q01시편에 한 236U 239Pu,240Pu,241Pu의 동 원

소 분포를 235U에 한 상 인 비로부터 측정하 다(그림 3-1-1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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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P17-1시편(33.3GWd/tU)에서는
236
U의 경우 체 으로 반경방향의 치

에 따른 분포가 큰 변화없이 체 으로 균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하 으며,Pu의

경우 rim 쪽의 국부연소도가 평균연소도보다 약간 증가하 으나 증가폭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 다.P14P17-2시편(41.0GWd/tU)과 P11Q01(57.6GWd/tU)시편

에서는
236
U의 경우 반경방향의 치에 따라 값이 변화폭은 보 지만 뚜렷한 분

포특성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 으며,Pu의 경우 rim 쪽에서 격한 상승을 보여

주어 이 부분에서 국부 연소도가 크게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4)악틴족 원소들의 동 원소 분포

악티나이드 원소들
237
Np,

243
Am

244
Cm은 사용후핵연료 내에 함량이 상

으로 높고 동 원소의 간섭은 비교 낮다.이들 동 원소들의 사용후핵연

료 내 분포를 측정하 다.
237
Np(반감기,t1/2=2.144x10

6
년)은 성자 흡수

β 붕괴에 의해 생성된다[3-1-5,6].

β-
235U(n,γ)236U(n,γ)237U→ 237Np

β- β- β- α 
238U(n,γ)239U → 239Np → 239Pu(n,γ)240Pu (n,γ)241Pu → 241Am →237Np

β-
238
U(n,2n)

237
U→

237
Np

아메리슘 동 원소 가장 요한 동 원소는 반감기가 긴
241
Am (t1/2 =433

년)과
243
Am (t1/2 =7.38x10

3
년)이다.

243
Am은 성자 흡수 β 붕괴에 의해

242
Pu으로부터 생성된다[3-1-5,6].

β-
242
Pu(n,γ)

243
Pu→

243
Am

큐리움 동 원소 에서는
242
Cm(t1/2=163일)

244
Cm(t1/2=18.1년)가 가장

일반 이다. 부분은
244
Cm으로 존재하고 있으며,이는

239
Pu에서 연속 인

성자 포획으로
243
Pu을 만들고,

243
Pu의 β 붕괴와

243
Am의 성자 포획으로

생성된다[3-1-6,7].

β- β-
239
Pu(n,γ)

240
Pu(n,γ)

241
Pu(n,γ)

242
Pu(n,γ)

243
Pu→

243
Am(n,γ)

244
Am →

24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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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13.RadialdistributionofU,Puisotopesinaspentfuel(J502A14)compared

withORIGEN 2code.(SF:Yeonggwang-4,burnup:55.6GWd/tU,2yearscooling)



- 139 -

4000 3000 2000 1000 0

0.0

0.2

0.4

0.6

0.8

 

 

 U236/U235
 Pu239/U235
 Pu240/U235
 Pu241/U235

U
2
3

6
/U

2
3

5

Distance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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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us of a spent fueldischarged from Yeonggwang-2 nuclear power plant.

(P14P17-1,33.3GWd/tU,3years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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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3-1-19는 펠릿의 반경에 따른
237
Np,

243
Am

244
Cm의

235
U에

한 동 원소 비의 측정결과를 연소도별로 정리한 것이다.그림에서 볼 수 있

듯이 MA(MinorActinides)동 원소 비는 펠릿 가장자리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연소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 증가정도는 커진다.
237
Np,

243
Am,

244
Cm의 경우,

33.3GWd/tU에 비해 41.0GWd/tU이 rim에서 상 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

인다(그림 3-1-17,18).연소도 57.6MWd/tU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237
Np,

243
Am,

244
Cm 모두 외측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rim 역으로 가면서 증가

폭이 커짐을 알 수 있다(그림 3-1-19).이 결과로부터 rim 근처에서는 핵연료

심보다 국부 연소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이러한 결과로부터 가장자리의

높은 국부연소도는 연료와 한 피복 에 향을 것으로 측할 수 있다.

5)핵분열생성물의 동 원소 분포

핵분열생성물들 Nd는 고용성 산화물을 형성하며,이동성이 거의 없는 비

이동성 핵종으로 핵연료 연소의 지표핵종으로 사용된다[3-1-2].Cs은 휘발성 원

소로 온도구배에 따라 이동하는 특성을 지닌다.이 핵종은 장수명의 β 방출 핵

종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직 처분 시 매우 요한 핵종이다.Mo은 Mo/MoO2평

형반응을 통해 핵연료 내 산소분압을 조 하는 요 인자이다[3-1-8~10].따라서

연소도 33.3 41.0GWd/tU인 P14P17시편에 한
100
Mo

137
Cs,

144
Nd의 동

원소 분포를 측정하 다(그림 3-1-20,21참조).

100
Mo,

144
Nd와 같이 이동성이 크지 않은 원소들의 경우 core와 rim의 간부

분에서 약간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나,33.3GWd/tU시편의 경우 체로 일정하

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반면 Cs과 같이 이동성이 큰 원소의 경우

33.3GWd/tU에서는 핵연료 심부와 rim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41.0

GWd/tU 시편의 경우 체 으로 rim 역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단되나,

심부와 간부,외부 역이 구분되는 것처럼 보 으며,이동성이 큰 휘발성분에

해서는 향후 상세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그림 3-1-22는 4호기에

서 방출된 55.6GWd/tU의 J502A14시편의
100
Mo의 분포를 보여 다.그림의 측

정치(solidsymbol)는 LA-ICP-MS에 의한 동 원소 비를 나타내며,
100
Mo의 경우

펠릿 내측은 코드값보다 낮게 일정하게 유지되고,rim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확

인하 다.보정값(hollow symbol)은 주된 동 원소의 향을 고려하여 보정해

값이며,ORIGEN 2코드에 의한 계산값(solidline)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144
Nd의 경우도 rim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그림 3-1-23),

정확한 단을 해서는 다양한 시료들에 한 보다 많은 측정자료를 확보하여

확인하는 차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그림 3-1-24은
137
Cs의 경우를 보여주

며,rim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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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ntnuclearfuel(33.3GWd/tU)dischargedfrom theYeonggwang-2PWR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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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ntnuclearfuel(41.0GWd/tU)dischargedfrom theYeonggwang-2PWR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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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분포

휘발성분의 거동은 안 성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우선 이들 휘발성 핵종들

도 신뢰성 있는 측정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해 측정을 시

도하 다.다음 그림 3-1-25,26와 같이 이들 핵종에 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

었으나,휘발성 핵종의 특성상 얻어진 값의 편차가 심해 신뢰도가 낮은 편인

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연소도 33.3GWd/tU 사용후핵연료(그림 3-1-25)의 경우

129
I는 체로 일정하게 유지하고는 있으나 심부나 바깥쪽 보다 간부가 약간

높은 상을 보여주었다.
136
Xe은 림 근처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135
Cs는

매우 변화가 심해 이들 거동 확인을 해 향후 추가의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연소도 57.6GWd/tU사용후핵연료 경우도
129
I는 체로 일정하게 유지하고는

있으나 간부가 약간 높고,
136
Xe는 반 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

나 간부가 약간 낮아지며 림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135
Cs는

낮은 연소도와 마찬가지로 그 변화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그림 3-1-26).

휘발성 원소의 경우 그 측정값의 변화폭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 고 이러한 실

험결과들은 향후 상세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7)LA-ICP-MS를 이용한 동 원소 측정의 재 성 시험

사용후핵연료 내 동 원소 비 측정의 신뢰도 평가를 해 연소도별 각각의 시편

에 해 동일지 에서의 반복측정 결과로부터 재 성 실험을 수행하 다.

가)연소도 33.3GWd/tU사용후핵연료

연소도 33.3GWd/tU인 사용후핵연료 내의 주요 핵분열성 물질인 우라늄과

루토늄의 동 원소 비 측정에서
236
U,

239
Pu,

240
Pu

241
Pu의 동 원소 비 측

정 재 성 시험결과는 상 표 편차 10% 미만으로(그림 3-1-27(a),표 3-1-26)

측정 신뢰도가 만족할만한 수 인 것으로 단된다.

사용후핵연료 내의
237
Np,

243
Am,

244
Cm과 같은 MA의 경우 동 원소별 동 원

소 비 측정 재 성 시험결과 상 표 편차 17-19%로 나타났다(그림 3-1-27(b),

표 3-1-26). 한 사용후핵연료 내의 핵분열생성물인
100
Mo,

137
Cs,

144
Nd동 원

소별 동 원소 비 측정 재 성 시험결과 이동성이 은 Mo나 Nd의 경우 상

표 편차 9% 미만인 반면 휘발성 성분인 Cs의 경우 상 표 편차 18%인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3-1-27(c),표 3-1-26).

나)연소도 41.0GWd/tU사용후핵연료에 한 재 성 시험

연소도 41.0GWd/tU인 사용후핵연료에 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재 성

시험을 수행하 으며,그 결과를 그림 3-1-28 표 3-1-27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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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7.Reproducibilityofisotoperatiosofspentfuelspecimen(P14P17-1,33.3

GWd/tU)measuredatthesam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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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1-26.Relativestandarddeviations(RSD,%)oftheisotoperatiosmeasured

atthesamepositioninaspentnuclearfuel(P14P17-1,33.3GWd/tU).

Isotope Meanvalue±SD RSD(%)

236U/235U 0.35671±0.03513 9.85

239
Pu/

235
U 0.44112±0.03577 8.11

240
Pu/

235
U 0.16900±0.01119 6.62

241
Pu/

235
U 0.11729±0.01001 8.53

237
Np/

235
U 0.037720±0.0064 16.97

243Am/235U 0.01403±0.00264 18.82

244
Cm/

235
U 0.00335±0.00058 17.16

100
Mo/

235
U 0.11855±0.01018 8.59

137Cs/235U 0.15149±0.02781 18.36

144
Nd/

235
U 0.06178±0.00712 8.59

Table3-1-27.Relativestandarddeviations(RSD,%)oftheisotoperatiosmeasured

atthesamepositionintheP14P17-2spentfuel(41.0GWd/tU).

Isotope Meanvalue±SD RSD(%)

236
U/

235
U 0.50059±0.04768 9.52

239
Pu/

235
U 1.52843±0.07831 5.12

240
Pu/

235
U 0.49469±0.05306 10.73

241Pu/235U 0.44704±0.03535 7.91

237
Np/

235
U 0.06876±0.00270 3.93

243
Am/

235
U 0.03858±0.00272 7.05

244
Cm/

235
U 0.01328±0.00112 8.43

100
Mo/

235
U 0.12562±0.01077 8.57

137Cs/235U 0.32345±0.04735 14.64

144
Nd/

235
U 0.19238±0.01571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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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8.Reproducibilityofisotoperatiosofspentfuelspecimen(P14P17-2,41.0

GWd/tU)measuredatthesam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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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내의 한 지 에 하여
236
U,

239
Pu,

240
Pu

241
Pu동 원소 비

측정 재 성 시험결과 상 표 편차 5-11%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28(a),

표 3-1-27).연소도 33.3GWd/tU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MA인
237
Np,

243
Am,

244
Cm 동 원소별 동 원소 비 측정

재 성 시험결과는 상 표 편차 4-8%로(그림 3-1-28(b),표 3-1-27),연소도 33.3

GWd/tU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보다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핵

분열생성물 이동성이 은 Mo나 Nd의 경우
100
Mo

144
Nd의 동 원소 비

측정 재 성 시험결과 상 표 편차 8% 내외로 상당히 신뢰할만한 수 인 것

으로 단된다.이와는 달리 휘발성 성분인
137
Cs의 경우 상 표 편차 15%로

비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28(c),표 3-1-27).

다)연소도 57.6GWd/tU사용후핵연료(P11Q01)시편에 한 재 성 시험

연소도 57.6GWd/tU 사용후핵연료(P11Q01)시편 내의 한 지 에 하여 동

원소 비 측정 재 성 시험을 수행하 으며,그 결과를 그림 3-1-29 표

3-1-28에 정리하 다.
236
U의 경우 상 표 편차가 14% 정도,

239
Pu,

240
Pu

241
Pu의 경우 상 표 편차가 8-12%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29(a),표

3-1-28).
237
Np,

243
Am

244
Cm 동 원소의 경우,동 원소 비 측정 재 성 시험

결과 상 표 편차가 약 6-7%이었다(그림 그림 3-1-29(b),표 3-1-28).고체시료를

직 분석한 방법이라는 과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재 성 실험을 수

행한 을 감안하면 이들 악티나이드 원소들의 재 성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단된다.

Table3-1-28.Relativestandarddeviations(RSD,%)oftheisotoperatiosmeasured

atthesamepositionintheP11Q01spentfuel(57.6GWd/tU).

Isotope Meanvalue±SD RSD(%)

236
U/

235
U 1.23164±0.16729 13.53

239
Pu/

235
U 2.53869±0.25891 10.20

240Pu/235U 0.94045±0.11488 12.22

241
Pu/

235
U 1.00340±0.07702 7.68

237
Np/

235
U 0.22799±0.01275 5.59

243Am/235U 0.21814±0.01385 6.35

244
Cm/

235
U 0.12256±0.00911 7.43

100
Mo/

235
U 0.38963±0.09352 24.00

137Cs/235U 0.90815±0.10792 11.88

144
Nd/

235
U 0.73264±0.04896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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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내의 한 지 에 하여
100
Mo,

137
Cs,

144
Nd와 같은 핵분열생성물

에 한 동 원소 비 측정 재 성을 측정하 다.Mo의 경우 연소도가 낮은 경

우와는 달리 상 표 편차가 24%로 상당히 높게 나왔으며,이는 Mo이 핵연료

내에서 그 존재 농도에 따라서 고용체를 형성하거나,다른 희귀 속과 반응하여

불용성 침 물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휘발성 성분인 Cs의 경우 상 표 편차가 12%,이동성이 은 Nd의 경우 상

표 편차 7%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소도에서의 한 지 에 한 반복측정 값의 상 표 편차를 연소도

별,핵종별로 비교(표 3-1-29)를 해보면
236
U,

239
Pu,

240
Pu

241
Pu의 동 원소

비 측정재 성 시험결과는 상 표 편차 10% 미만으로 측정신뢰도가 만족할만

한 수 인 것으로 단된다.사용후핵연료 내의
237
Np,

243
Am,

244
Cm과 같은

MA의 경우 동 원소별 동 원소 비 측정재 성 시험결과 연소도가 낮은 경우

17-19%,높은 경우 6-7%으로 나타났다.이는 연소도가 낮은 경우 이들 원소의

농도 한 낮아 편차가 커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사용후핵연료 내의
100
Mo,

137
Cs,

144
Nd동 원소별 동 원소 비 측정 재 성 시험결과 이동성이 은 Nd

의 경우 상 표 편차 10% 미만인 반면 휘발성 성분인 Cs의 경우 상 표 편

차 15% 미만으로 편차가 약간 크게 나타났다.Mo의 경우 연소도가 낮을 때는

재 성 있는 결과를 보 으나 연소도가 높은 경우 재 성이 낮아짐을 확인하

다.이는 Mo이 핵연료 내에서 용해도가 낮아 그 존재 농도에 따라서 고용체를

형성하거나,다른 희귀 속과 반응하여 불용성 침 물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Table3-1-29.Comparisonofrelativestandarddeviationofisotopicratioatvarious

burnups.

Isotope
RSD(%)

33.3GWd/tU 41.0GWd/tU 57.6GWd/tU
236
U/

235
U 9.85 9.52 13.53

239Pu/235U 8.11 5.12 10.20
240
Pu/

235
U 6.62 10.73 12.22

241
Pu/

235
U 8.53 7.91 7.68

237
Np/

235
U 16.97 3.93 5.59

243
Am/

235
U 18.82 7.05 6.35

244Cm/235U 17.16 8.43 7.43
100
Mo/

235
U 8.59 8.57 24.00

137
Cs/

235
U 18.36 14.64 11.88

144Nd/235U 8.59 8.17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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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상 계 도출 반경방향 국부연소도 측

다음 그림 3-1-30은 ORIGEN code로부터 계산된
239
Pu,

237
Np,

243
Am

244
Cm

동 원소들의
235
U에 한 연소도별 동 원소 비이다.ORIGEN code로 계산된

연소도에 따른 동 원소 비의 상 계 곡선으로부터 다음의 계식을 얻었다.

( ) 0/exp ytxAy +-= .................................................(3-1-2)

식 3-1-2의 각 라미터들(A,t y0)의 값을
239
Pu,

237
Np,

243
Am

244
Cm

동 원소별로 표 3-1-30에 정리하 다.

Table3-1-30.ValuesofA,tand y0 inequation(3-1-1)for
239
Pu/

235
U,

237
Np/

235
U,

243
Am/

235
Uand

244
Cm/

235
U.

y A t

239
Pu/

235
U 0.07025 20.5931

237
Np/

235
U 0.00456 15.9744

243Am/235U 3.79709x10-4 11.5460

244
Cm/

235
U 5.50137x10

-5
9.3388

상기 식3-1-2를 이용하여 측정에서 얻어진 동 원소 비를 연소도 값으로 계산해

국부연소도를 얻은 결과를 그림 3-1-31∼ 3-1-34에 도시하 다.측정에 의해 얻어

진 각 부분의 연소도를 으로 표시하 고,측정된 값으로부터 국부연소도를

측한 값을 실선으로 표시하 으며, 선으로 표시된 값은 Nd-148방법으로 화학

측정한 핵연료 시편의 평균연소도이다.
239
Pu,

243
Am

244
Cm을 기 으로 계산한

경우 rim 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유사한 경향을 보 다.
237
Np을 기 으로

계산한 경우 rim으로 갈수록 국부연소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나 뚜렷한 rim

향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이들 국부연소들의 값을 합하여 평균연소도를 계산

한 결과를 표 3-1-31에 나타내었다.그 결과 Nd-148방법으로 화학측정한 핵연료

시편의 평균연소도와 국부연소도를 합하여 계산한 시편의 평균연소도가 비교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악틴족 원소들의 분포 비를 통해 국부연소

도를 측할 수 있음을 말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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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Localburnup profilesofspentfuelspecimens.(solid line)predicted

burnup profilesusingthemeasured
239
Pu/

235
U ratioand ORIGEN2code.(dashed

line)averagespecimen burnup (P14P17-1:33.3GWd/tU,P14P17-2:41.0GWd/tU,

P11Q01:57.6GWd/tU)determinedbychemicalanalysis(Nd-148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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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Localburnup profilesofspentfuelspecimens.(solid line)predicted

burnupprofilesusingthemeasured 237Np/235U ratioandORIGEN2code.(dashed

line)averagespecimenburnup (P14P17-1:33.3GWd/tU,P14P17-2:41.0GWd/tU,

P11Q01:57.6GWd/tU)determinedbychemicalanalysis(Nd-148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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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Localburnup profilesofspentfuelspecimens.(solid line)predicted

burnupprofilesusingthemeasured
243
Am/

235
U ratioand ORIGEN2code.(dashed

line)averagespecimen burnup (P14P17-1:33.3GWd/tU,P14P17-2:41.0GWd/tU,

P11Q01:57.6GWd/tU)determinedbychemicalanalysis(Nd-148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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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4.Localburnup profilesofspentfuelspecimens.(solid line)predicted

burnupprofilesusingthemeasured
244
Cm/

235
U ratioand ORIGEN2code.(dashed

line)averagespecimen burnup (P14P17-1:33.3GWd/tU,P14P17-2:41.0GWd/tU,

P11Q01:57.6GWd/tU)determinedbychemicalanalysis(Nd-148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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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1-31.Averagespecimenburnupcalculatedbytheburnupprofilefrom the

measuredisotopicratiosandORIGEN2code.

Method Averagespecimenburnup(GWd/tU)

239Pu/235Udistribution 32.4 42.6 56.8

237
Np/

235
Udistribution 31.3 41.0 57.3

243
Am/

235
Udistribution 27.3 40.1 58.9

244
Cm/

235
Udistribution 27.4 41.1 60.0

Nd-148method 33.3 41.0 57.6

다.동 원소별 이 용발 특성 분석

핵분열생성물들은 일반 으로 크게 네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첫째는 고용체

를 형성하는 원소들,둘째는 우라늄산화물 매질 내에 불용성의 속침 물을 만

드는 원소들,마찬가지로 불용성 침 물을 만들지만 산화물 침 물로 존재하는

원소들,그리고 네 번째는 휘발성이 커서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원소들로 분류된

다.따라서 핵연료 내에서 이들 원소들의 존재형태에 따라 이 용발 특성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측정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

1)고용성 핵종들

악티나이드 란타나이드 계열 원소들은 고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고용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UO2면심입방(fcc,Fm3m)구조에서 U 원자의 자

리가 이들 원자들로 치환되어 UO2면심입방 구조를 그 로 유지하되 치환된 원

자의 산화상태에 따라 달라진 하 을 보상하기 해 주변의 우라늄 산화상태가

변하거나 UO2구조가 UO2±x로 산소의 결핍 혹은 과잉이 발생하게 되며,이들 원

자의 이온반경에 의해 격자의 수축이나 팽창이 생기게 된다.

이들 원자들의 이 용발 특성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 한 동 원소 비 값의

측정재 성 실험에서의 상 표 편차(표 3-1-29)가 농도가 매우 낮아서 오차가 큰

경우를 제외하면,약 10%내외의 편차범 에 있다.그림 3-1-37,38를 보면 란타나

이드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SIMFUEL모두 동일연소도 조건에서 비교 균일

한 이 용발특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1-38는 측값과 편차가

가장 큰(최 오차 9.5%)경우의 재 성 측정 결과이다.측정의 상 표 편차가

2% 이내이고,SIMFUEL의 158Gd/235U 비의 계산값과 측정값이 체로 일치한

을 감안하면 개개의 U과 Gd원자의 용발 특성이 다르더라도 고용체인 경우 유사

한 용발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LA-ICP-MS에서 동 원소 비 측

정값을 그 로 용해도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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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불용성 침 물

UO2 격자 내에 불용성 침 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원소들 Mo을 선택하여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동 원소 비 값의 측정재 성 실험에서 얻어진 상

표 편차(표 3-1-28,29)를 보면 Mo의 경우 고연소도일 때 타 원소들에 비해 측정

의 재 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먼 Mo의 어떤 특성이

이 용발 시 측정결과에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의 핵연료가 마이크로 규모의 균일성을 지니게 하기 하여 MoO2산화물을

UO2와 분말혼합법으로 고루 잘 섞고,원자단 의 균일성이 가능한 확산속도를 가

지도록 충분히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를 하 다.Mo도핑된 UO2소결체에 하여

EPMA (JXA-8600,JEOL)를 사용하여 표면을 찰하 다.그림 3-1-40은 Mo조성

별 표면상태를 보여주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Mo함량이 낮으면 UO2와 유

사한 표면상태를 지니며,2atom%와 4atom%인 경우 표면이 울퉁불퉁함을 볼

수 있고,그 이상에서는 매질과 완 히 분리된 침 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혼합산화물이 어떤 상을 지니는지 확인하기 하여 X-선 회 실험을 하 으며

(그림 3-1-41),UO2상에 한 격자상수 값을 계산하 다.4%까지는 다른 상이 보

이지 않고 UO2fluorite구조를 그 로 유지하며 격자가 증가하지만,그 이상에서

는 격자가 감소하며 용해되지 않은 속 Mo상이 석출됨을 알 수 있다.4% 이하

농도에서 실제 고용체를 형성한다면 농도에 직선성을 보이며,Mo이온반경을 고

려할 때 격자수축이 일어나야 하지만 비록 격자의 변화폭이 매우 작지만 오히려

팽창이 일어난다.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여겨볼 필요가 있다.알려진 Mo의 용

해도가 매우 낮고 상기 결과가 완 한 고용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면,Mo이 산화

물 형태로 매질 내에 존재하며 이때 주로 격자 내 결함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비록 겉보기에 균일하게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Mo원자들이 동종간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규모에서의 불균일성이 존재한다고 단되며,이러한 동

종간 결합이 비록 작지만 격자의 팽창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Mo

함량이 커지면 동종간 결합이 강해져서 더 이상 격자 내에 있지 못하고 속 침

물로 석출된다고 보여진다.그리고 동종간 결합이 강해짐에 따라 격자 내의

Mo까지 끌어당기게 되고 매질 내의 Mo에 의해 팽창된 격자가 다시 수축을 일으

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UO2내 이들 원소의 거동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해 Mo함량이 0,1,2,4,

8,15atom%인 U-Mo혼합산화물의 산화특성을 조사하 다.온도에 따른 공기

에서의 산화반응을 열 량분석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그림 3-1-4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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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40.ThechangesofmorphologybyMoaddition

on UO2 matrix.(a)∼(f),0,1,2,4,8,15 atom% Mo,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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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41.(a)TheX-raydiffractionpatternsofMoaddedUO2(Mocontent:0,1,2,4,8,

15atom% from bottom totop,respectively)and(b)thechangesoflatticeparameteras

afunctionofMo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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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42.Theoxidation-kineticcurvesofMoaddedUO2bythermogravi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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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만 있을 때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형 인 2단계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림 3-1-42의 (a)지 은 반응의 첫 번째 마루(plateau)인 300℃,(b)지 은 두 번

째 마루인 450℃,(c)지 은 세 번째 마루인 600℃로 이 세 지 에서의 산화반응

생성물의 X-선 회 패턴을 얻었다(그림 3-1-43).300℃에서 UO2는 산화되어 U3O7

과 U3O8이 공존함을 알 수 있고,Mo함량이 높은 경우 Mo 속이 별도의 상으

로 검출되며,Mo함량 증가에 따라 U3O8의 생성이 어 산화가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450℃에서는 UO2는 완 히 U3O8으로 산화됨을 볼 수 있고,이 온도에서

도 Mo함량이 높은 경우 Mo 속이 별도의 상으로 검출되며,Mo함량 증가에

따라 남아있는 U3O7의 양이 늘어나 산화가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600℃에서는

UO2는 U3O8상태로 있음을 알 수 있고,남아 있던 속 Mo이 반응에 참여하여

UO2MoO4(monoclinic)를 생성함을 확인하 다.

상기 결과로부터 기 상으로 (a) 속침 물과 (b)혼합산화물의 두가지를 고

려할 수 있고 (a)의 경우 그림 3-1-43의 결과에서 측할 수 있듯이 아래 반응식

3-1-1 3-1-2와 같이 우라늄의 산화가 종결될 때까지 Mo이 산화반응에 여하

지 않는 메커니즘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UO2+½O2→ U3O7+½O2→ U3O8 ................................ (1)

U3O8+3Mo+5O2→ UO2MoO4 ....................................(2)

두 번째는 기화합물이 U-Mo의 혼합산화물인 경우로 다음과 같은 반응식

3-1-3 3-1-4와 같은 반응을 추측할 수 있다.

3(UxMo1-x)O2+½O2→ (UxMo1-x)3O7+½O2→ (UxMo1-x)3O8 ............(3)

(UxMo1-x)3O8+(1-x)O2→ 3(1-x)UO2MoO4+(2x-1)U3O8 ...............(4)

상기 반응들에 한 무게증가를 계산하여 열 량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본 결과

(표 3-1-32),두가지 메커니즘 모두 일정부분 반응에 여하고,Mo농도가 낮을

때는 후자,즉 혼합산화물의 단계 산화과정이 우선 이며,Mo농도가 클 때는

우라늄산화물의 산화 후 Mo 속이 여하는 메커니즘이 우선 인 것으로 단

된다.



- 174 -

Table 3-1-32.Comparison ofweightgains(%)by oxidation reaction between Mo

precipitatedUO2andsolidsolutionofU-Momixedoxide.

Mo

(atom%)

Calculatedweightgains(%)
Measuredweight

gains(%)(a)MetallicMo

inUO2matrix

(b)U-Mo

mixedoxide

1
st
step 2

nd
step 1

st
step 2

nd
step 1

st
step 2

nd
step

0 3.95 3.95 3.95 3.95 3.84 3.85

1 3.93 4.13 3.97 4.09 3.76 3.93

2 3.92 4.32 3.99 4.23 4.15 4.44

4 3.89 4.70 4.04 4.52 4.05 4.70

8 3.83 5.50 4.12 5.11 4.18 5.51

15 3.71 7.00 4.29 6.21 4.06 6.63

 

Mo의 화학 상태에 따라 반응에 여하는 방식은 달라지지만 어떤 메커니즘

이든 Mo의 존재는 산화억제에 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의 결과들은 Mo이 사

용후핵연료 내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한,고연소도 역에서 비교 높은 Mo농도로 인해 속침 물

이 존재하고 이들이 핵연료 내에서 미세 역 규모에서의 불균일성을 지니며,

농도가 높은 경우 힐부가 속 Mo로 석출되어 사용후핵연료의 이 용발 특성

에 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따라서 동 원소 비 측정에서 측정의 상 편차가

타 원소보다 비교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속석출물에 한 분

포 자료는 경향성 확인에 사용될 수 있으나 정확도가 상 으로 떨어진다는 것

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3)휘발성 핵종의 용발 특성

휘발성 핵종들은 휘발성으로 인해 이 용발 특성 분석에 부 한 것으로

단된다.이들 휘발성 원소들 일부핵종에 한 측정을 시도하 으나 그 특성

상 의미있는 결과를 얻기 어려웠으며,이에 한 측정을 다른 방법으로 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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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43.XRD patternsofMoaddedUO2afterair-oxidationat(a)300℃,(b)450℃,

(c)600℃ for10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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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용후핵연료의 결정구조 변화

원자로 운 이나 핵연료의 방출 후에 핵연료 기질인 UO2의 격자거리가 다양

한 반응을 거치면서 변화하게 된다.핵분열생성물의 용해,과량의 산소가 격자 내로

끼어드는 상 등 연소도와 련된 주된 화학 향으로 격자가 수축하게 되는 반

면,조사손상이나 장 일어나는 α-붕괴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격자결함들은 격자

의 팽창을 일으키게 된다.이러한 격자의 팽창은 연소도나 붕괴시간에 의존하며 일

정 수 으로 포화되는데,일반 으로 격자의 수축효과보다 팽창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효과 때문에 실온에서 조사된 연료의 경우 조사 핵연료와 비

교하면 0.2% 정도의 격자가 팽창하게 된다.

연소도 40GWd/tU인 경우 반경방향의 연소도가 거의 일정할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림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상되며,따라서 격자상수 변화도 거

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측정 결과에 한 보고를 보면 이 경우에도 핵연

료 심쪽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는 핵연료 심부의 높은 온도가 조

사손상에 의해 생긴 결함을 열 으로 회복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림효과가 나타나는 60GWd/tU에서는 펠릿의 가장자리에서 추가의 격자 수

축이 보고된 바 있다.이러한 연소도 특성 조사거동에 따른 핵연료의 반경방향

격자상수의 변화를 측정하고 국산 핵연료에 한 련 자료를 확보하기 해 기개

발된 방사선차폐 micro-XRD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별

시편에 한 측정을 시도하 다.

가.MicroXRD(μ-XRD)차폐성능 개선

방사선차폐 μ-XRD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연소도 33.3∼57.6GWd/tU범

의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Rim 역,핵연료/피복 반응층 피복 산화

층에 한 X-선 회 패턴을 측정하여 결정구조 변화를 측정하 다.그림 3-1-44은

기개발된 방사선차폐 μ-XRD 시스템이다[3-1-11].사용후핵연료에서 나오는 강한

방사선이 X-선 검출을 방해한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이에 따라 검출기와 시편

홀더의 차폐 설비를 추가하여 회 피크의 검출을 가능하게 하 고,시편 미세조

기와 소형 미경을 장착하여 시편 치의 확인 미세조 성능을 향상시켰

다.

1)검출기 차폐

가)차폐재료의 선정

μ-XRD 시스템은 검출기가 고니오미터의 경로를 따라 시편과 일정한 각을 이

루며 움직이도록 되어있다.따라서 시스템 작동 시 공간 인 제약을 받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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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작동모터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차폐체의 부피와 하 을 고려하여야 한다.

방사선 차폐재료는 가격이 상 으로 낮고 가공이 용이한 납이 일반 으로 활

용된다.그러나 시스템의 공간 제약 작동모터의 부하를 고려할 때 동일한

두께로 차폐할 수 있는 차폐성능이 납( 도:11.344g/cm
3
)에 비해 텅스텐( 도:

19.35g/cm
3
)이 훨씬 우수하여(약 5배)차폐체의 부피와 무게를 일 수 있어 텅

스텐을 사용하 다.

나)기본개념

검출기의 차폐성능을 높이면서 차폐체의 하 을 최소화하기 하여 시료로부

터 방사선을 직 받는 부분과 방사선에 민감한 NaI(Tl)크리스탈 주변을 이

차폐하고 PMT주변은 단일 으로 상 으로 얇게 차폐되도록 하 다(그림

3-1-45(a)).시료로부터 방사선을 직 받지 않으며 방사선에 민감하지 않은 부

분은 차폐하지 않았으며,시스템이 지닌 기존 지지 를 활용하여 장착되도록 하

다.검출기(scintillationcounter)를 텅스텐 을 사용하여 각면을 둘러싸는 구

조로 텅스텐 재료의 특성상 나사선을 내기 어려우므로 구멍을 낸 후 내부의

‘ㄷ’형 구조물(Al재질,5mm 두께)에 볼트로 고정하는 형태(그림 3-1-45(b))로

하 다.차폐체의 외형 크기는 가로 100mm x세로 106mm x길이 110mm

이다.차폐체의 두께는 치에 따라 변화를 주었으며,슬릿이 있는 면은 시료

로부터 방사선을 직 받게 되므로 15mm 두께로 하 다.비교 방사선을 많

이 받을 것으로 상되는 아랫면은 약 10mm 두께로 하고 나머지 3면은 5

mm 두께의 을 부착하 다.그리고 아랫면을 제외한 3면의 NaI(Tl)크리스탈

주변은 5mm 두께의 덮개 형태로 제작하여 핀(guidepin,W 재질)을 사용하여

고정함으로써 10mm 두께로 차폐되도록 하 다.따라서 남아있는 PMT주변은

약 5mm 두께로 차폐되게 하 다.차폐체의 면에 있는 슬릿의 폭은 시편에

의해 회 된 X-선이 통과하는 검출슬릿의 폭(0.6∼1mm)보다 약간 큰 2mm(길

이 10mm)로 설계하 다.

다)제작 장착

상세설계 도면에 따라 제작 완료한 차폐체 사진을 그림 3-1-46에 나타내었다.

약 7.2kg무게의 차폐체를 장착하여 가동할 때 구동모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장비 뒷면의 balance를 맞춘 후,기존의 지지 를 활용하여 차폐체를 장착하

다.이때 기존의 검출슬릿과 검출기 차폐체 면부의 슬릿이 일치하도록 조 하

으며,지지 에 검출기를 끼우고 차폐 을 덮어 볼트로 고정한 후 차폐덮개

를 핀에 끼워 검출기 차폐체 장착을 완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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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44.RadiationshieldedMicro-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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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nceptoftungstenshieldforSCdetector

 

(b)Detailsoftungsten(W)shieldforSCdetector

Fig.3-1-45.Drawingoftungsten(W)shieldforSC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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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편홀더 차폐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차폐하여 사용후핵연료의 미세부 결정구조변

화 측정 시에 발생되는 매우 높은 바탕값(10
5
cps)을 낮추기 하여 1차 으로

신호외에 검출기로 들어오는 방사선을 최 한 막기 해 검출기 차폐체를 제

작․설치하 으며,2차 으로 차폐(텅스텐)형 시편홀더를 제작․설치하 다.

가)개념설계

시편홀더는 시편을 담는 몸체(body)와 시편을 덮어서 러주는 뚜껑(cover)으

로 구성하 다.이때 body와 cover를 (시편홀더의 뒤쪽에 치)으로 연결하여

일체형으로 설계함으로써 cover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 다(그림

3-1-47(a))[3-1-12].고방사성 시편을 차폐하기 하여 시편홀더의 cover를 차폐재

로 만들었으며,측정 시 마이크로 빔 집 기가 시편홀더에 근 하므로 설치가

능한 공간의 제약과 차폐체의 차폐성능을 고려하여 텅스텐을 사용하 다.시편

장착이 용이하도록 커버에 손잡이를 달아 텅(tong)으로 손잡이를 잡아 올린 후

연결 을 심으로 커버를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 다.시편홀더의 몸체바닥에

스 링을 달아 텅스텐 뚜껑을 덮으면 커버의 무게에 의해 시편의 높이가 몸체

상단면과 동일한 높이로 자동 조 되는 개념으로 설계하 다.

나)제작

설계 개념에 따라 텅스텐(W)재료를 사용하여 홀더 두께를 3mm로 하여 다

음 그림 3-1-47(b)와 같이 시편홀더를 제작하 다.X-선 빔 집 기가 시편에 근

했을 때 간섭을 방지하기 하여 집 기가 치하는 시편홀더의 cover왼쪽

부 에 트임을 형태로 제작하 다.텅을 사용하여 개폐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커버 윗면의 앞쪽에 손잡이를 부착하 다.이때 손잡이 윗부분이 원 형태로 되

어 있어 텅의 집개를 사용하여 cover를 열고 닫을 때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

도록 하 다. 한 텅스텐 재료는 나사선 가공이 어려우므로 알루미늄 보조물을

사용하여 손잡이를 cover에 부착하 다.

Cover의 하단부에 스테인 스강 재료의 안 고리를 부착하여 cover가 트임

부 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 다(그림 3-1-47(b)). 한 안 고리 뒤편을 볼록하

게 하고 볼트로 고정하여 cover를 열어놓았을 때 회 하는 것을 방지하 다.X-

선 빔의 입사각에 따른 경로를 확보하기 하여 커버 심을 통과하는 폭 9

mm의 통로를 만들었다.몸체는 가공이 용이하고 견고한 강화 알루미늄(Al)재

질을 사용하 으며,스 링이 부착된 지지 에 시편을 올려놓는 구조로 텅스

텐 cover의 무게에 의해 스 링이 려 닫히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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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ieldforSCdetector

(b) Assemblingprocess

Fig3-1-46.Tungsten(W)shieldforSC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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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awingofsampleholder

(b)Fabricatedsampleholder

Fig.3-1-47.Sampleholderforspentfuel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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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지지 는 body의 내부에서 아래로 10mm 내려가도록 제작하여 시편이

body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 다.좌우에 트임을 두어 tong을 사용하여

시편의 장착 탈착이 용이하도록 하 다.

3)차폐 성능 평가

가)바탕신호 크기

차폐가 완료된 XRD시스템의 차폐성능평가를 해 사용후핵연료 시편에 한

회 신호를 측정하 다.검출기와 시편홀더를 차폐하기 에는 사용후핵연료의

고에 지 감마선 방출로 인해 검출신호의 바탕값이 회 신호보다 훨씬 큰 10
5

counts/sec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차폐한 후에는 바탕값이 약 50counts/sec

로 어들어 차폐가 성공 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1-48).

나)사용후핵연료의 회 신호 크기

검출기와 시편홀더를 차폐 설비한 이후 바탕값 개선으로 사용후핵연료의

UO2격자에 한 회 피크가 검출되었다(그림 3-1-49).이때 회 피크의 검출세

기가 조사 핵연료의 60% 이상으로 핵연료의 조사 시 격자구조가 손상되어

검출피크의 세기가 어드는 을 감안할 때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그

림 3-1-49).즉,검출기와 시편홀더를 차폐하여 검출 바탕값이 히 낮아짐으

로 인해 고방사성 사용후핵연료의 회 피크 검출이 성공 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다. 한 사용후핵연료에 한 회 피크의 검출 치가 조사 핵연료

와 비교하여 각으로 약간 이동(shift)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시편 치조 성능 개선

1)Y-축 미세이동장치

기존의 회 /X-축/Z-축 미세이동이 가능한 시료조 장치에 Y-축 미세이동

장치를 보강하 다.이동거리는 최 ±12.5mm,최소 2μm 이고 이동속도는 최

25mm/s인 병진장치를 Y-축 미세이동 장치로 이용하 으며,차폐체 외부에

서 제어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측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자의 피폭없이 사용

후핵연료의 치를 용이하게 조 할 수 있도록 하 다.

2)시료 치 확인용 소형 미경 장착

시편의 치를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micro-XRD와 같이 각에 따라 검출기가

움직이므로 부품을 장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거의 없는 소한 곳에 매우 효

과 으로 사용가능하고,가격면에서 매우 경제 인 소형 미경을 장착하 다(그

림 3-1-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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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48.ComparisonofpeakintensityandbackgroundsignalofUO2spentfuel

obtainedbefore(top)andafter(bottom)shieldthedetectorinmicro-XRD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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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49.ComparisonofXRDpeaksofUO2spentfuelandunirradiated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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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의 지름이 32mm,길이가 105mm이며,배율은 시편 표면으로부터 120

mm 떨어진 치에서 약 15배로 필요 시 LED 램 를 켜서 이미지 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연결부품과 holder를 제작하여 미경을 micro-XRD의

goniometer에 장착하고,holder의 나사홈을 활용하여 미경의 치를 조 하도

록 구성하 다.시편을 시료홀더에 장착하고 제어컴퓨터를 사용하여 측정 치의

이미지 화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 다(그림 3-1-50(b)).

다.고연소 사용후핵연료 결정구조 변화측정

1)사용후핵연료 시편 비

사용후핵연료의 반경방향에 한 결정구조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피복 과

핵연료 펠릿의 수직 단면을 시편으로 취하 다.시편의 크기는 X-선 빔의 길이

(4mm,빔폭:0.05mm)를 고려하여 폭 3mm로 하고 길이는 펠릿의 가장자리

부터 심까지로 하되 경우에 따라 선량을 이기 하여 림부 를 포함하되 반

경길이보다 짧게 하 다.취한 시편은 Micro-XRD 시스템의 시료홀더 크기에 맞

게 30mm(지름)×15mm(높이)크기로 몰딩한 후 표면을 연마하여 비하 다.

연소도가 각각 33.3,41.0과 57.6GWd/tU인 3개의 시편과 Gd함유한 독 을

비하 다(그림 3-1-51,52).시편 이송 차에 따라 이송용기(cask)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제작 핫셀로부터 방사선차폐 Micro-XRD 시스템으로 이송

하고,이송용기를 방사선차폐 러 박스의 속부에 속한 후 시편을 러

박스 내부로 반입하 다(그림 3-1-53).시편을 시료홀더에 장착하고 제어컴퓨터를

사용하여 측정 치를 핵연료와 피복 의 경계면으로 조 하 다(그림 3-1-50(b)

참조).

2)사용후핵연료 결정구조 측정

측정에 사용된 X-선 회 기는 BRUKER-AXS사의 D8ADVANCE모델로 Cu

튜 를 사용하여 X-선을 발생시키고 NaI(Tl)섬 계수기를 검출기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측정 시 X-선 발생 압과 류는 40kV와 40mA로 조 하 고

Ni필름을 사용하여 Kβ선을 제거하 으며 X-선 방출 슬릿의 폭은 0.05mm,검

출 슬릿의 폭은 0.6mm,간격 별 측정시간은 10sec/0.01°(2θ)로 하 다.

가)연소도 33.3GWd/tU사용후핵연료의 구조변화

연소도 33.3GWd/tU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그림 3-1-51에 보이는 것과 같이

비하고 핵연료의 결정구조를 측정하 다.핵연료와 피복 의 경계에서 시작하

여 핵연료 심부를 향하여 50-500μm 간격별 치에서 UO2(면심입방)의 X-선

회 패턴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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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croscope

(b)Imageofspentfuelspecimen

Fig.3-1-50.Microscopeandtheimageofspentfuelspecimenatthemeasuremen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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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51.Spentfuelswith33.3,41.0and57.6GWd/tUburnup.

‘dltU 

견讓￡藝i1i 
‘d1tC 

견盡f역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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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52.PreparedUO2-Gd2O3(5.98wt%)spentfuelspecimen.(Spentfuel

dischargedfrom Kori-3PWRreactor,burn-up:41GWd/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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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53.Radiationshieldedgloveboxandaspecimencaskfor

themeasurementandthetransportofahighburnupspentfuel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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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회 패턴에 하여 BRUKER-AXS사의 TOPAS(TotalPatternAnalysis

Solution) 로그램을 사용하여 격자상수 값(a)을 계산하 다(그림 3-1-54).

시편의 각 치에 따른 UO2의 모든 격자상수 값은 조사되지 않았을 때의 값

인 547.0pm 보다 크게 나타났다.이는 조사손상에 의해 핵연료의 UO2격자가

팽창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3-1-13].핵연료의 연소도가 낮아 피복 과의 경

계부 인 rim 부분에서 격자의 수축 상은 찰되지 않았다. 한 X-선 미세빔

의 분해능(50μm)에 비해 rim의 두께가 얇아 검출이 어렵거나 이 연소도에서

rim effect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핵연료 심부로 가면서

격자상수 값이 어드는 상이 나타나는데,그 이유는 핵연료의 조사손상된 격

자가 핵연료 심부의 높은 온도로 인해 손상격자의 회복이 일어난 때문으로

단된다.즉,연소도가 33.3GWd/tU인 사용후핵연료는 조사손상으로 인해

UO2격자가 체 으로 팽창되었음을 확인하 고,핵연료의 심부에서의 상

인 수축은 앞에서 언 된 바와 같이 손상된 격자의 회복에 의한 것으로 보이

며, 상되는 바와 같이 33.3GWd/tU에서는 rim에서의 수축과 같은 상은 일

어나지 않음을 확인하 다.

나)연소도 41.0GWd/tU사용후핵연료의 구조변화

41.0GWd/tU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핵연료/피복 경계로부터 핵연료 심

을 향하여 50-1000μm 간격별 치에서 UO2사용후핵연료의 X-선 회 패턴을

측정하고 격자상수 값(a)을 구하 다(그림 3-1-55).간격별 각각의 치에서 얻은

격자상수(a)값들은 모두 조사손상에 의해 조사되기 의 UO2격자상수 값(a=

5.467Å)보다 크게 나타났다.

연소도가 낮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핵연료 심을 향해 가면서 격자상수 값

이 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고온의 핵연료 심부에서 손상된 격자의 열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펠릿 바깥쪽으로 가면서 격자상수

가 증가하여 최 치를 보인 후 가장자리에서 격자의 수축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상은 핵연료 바깥쪽에서의 재결정화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3-1-14~16].Rim

의 두께는 격자의 수축이 시작되는 을 고려할 때 100μm 미만일 것으로

측된다.즉,연소도가 41.0GWd/tU인 사용후핵연료는 조사손상으로 인해 UO2

격자가 체 으로 팽창되었고 rim 부 에서는 재결정화로 인해 격자가 상

으로 수축되었으며 그 두께는 100μm 미만일 것으로 측된다.핵연료의 심

부에서는 고온으로 인해 손상된 UO2격자가 약간 회복되어 상 으로 수축된

상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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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54.VariationsoflatticeparametersofUO2 spentfuelpellet

(average burn up:33.3 GWd/tU) along the radius from the

fuel/claddinginterfacetothecenter.



- 193 -

Fig.3-1-55.VariationsoflatticeparametersofUO2 spentfuel

pellet(averageburnup:41.0GWd/tU)alongtheradiusfrom the

fuel/claddinginterfacetothe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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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소도 57.6GWd/tU사용후핵연료의 구조변화

연소도 57.6GWd/tU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고에 지 감마선의 방출에 의

한 검출 바탕값(background)을 낮추기 해 시편을 그림 3-1-56와 같이 매우 작

은 크기로 비하고 핵연료의 rim 부 와 핵연료/피복 반응층 그리고 피복

외부면 부식층에 한 결정구조 변화를 검토하 다.57.6GWd/tU시편의 핵연

료와 피복 의 경계에서 시작하여 사용후핵연료 심을 향하여 50-200μm 간

격으로 이동하면서 UO2의 X-선 회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격자상수(a)를 구하

다(그림 3-1-57).

격자상수(a)값들은 조사 손상(radiationdamage)으로 인해 반 으로 조사

UO2의 격자상수 값(a)인 5.47Å 보다 크게 나타났다.앞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핵연료의 심으로 가면서 격자상수가 감소함을 확인하 다.이러한 상은

조사손상에 의한 격자결합들이 열 으로 치유되어 회복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팽창된 격자가 rim 부근에서 최 치를 보인 후 피복 방향으로 가면서

감소함을 확인하 다.이 수축에는 임계연소도 이상에서 형성되는 rim 구조,핵

분열생성물의 고용,재결정화 등 매우 다양한 인자들이 여한 것으로 생각된

다.이 국부 인 고연소로 HBS가 형성된 것과 재결정화가 주된 원인으로

단된다.Rim 두께는 150μm 미만일 것으로 생각되며,이 역에 한 SEM 이

미지를 측정한 결과를 그림 3-1-58에 나타내었다.Rim 역의 구조 특징인많

은 pore가 찰되었고 pore크기는 약 1∼2μm이었다.

라)UO2-5.98wt%Gd2O3사용후핵연료 반경방향 결정구조 변화

원자로의 과 반응도를 제어하기 하여 제어재(controlmaterials)로 가연성

독물질(burnablepoision)등이 사용된다.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가연성 독물

질은 Gd2O3로 성자 흡수단면 이 매우 커서 탁월한 제어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다.반면에 Gd2O3는 UO2핵연료와 혼합하 을 때 열 도도가 나빠지

며 반응도 제어효과의 조 이 자유롭지 못한 단 이 있다.그러므로 반응도 제

어효과를 다양하게 조 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즉,Gd2O3를 UO2와

균질하게 혼합하여 소결체를 제조하기 한 연구[3-1-17],가연성 독 의 설계에

한 연구[3-1-18],제조한 소결체의 조사특성에 한 연구[3-1-19]등이 진행되

고 있으나 가연성 독물질이 포함된 사용후핵연료의 경방향에 한 특성 연구는

많지 않다.본 연구에서는 가연성 독물질이 포함된 사용후핵연료의 반경방향 연

소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연소도 41GWd/tU인 UO2-5.98wt% Gd2O3사용후핵

연료에 하여 미세간격으로 X-선 회 패턴을 측정하고 격자상수를 구하 다.



- 195 -

Fig.3-1-56.A spentfuelspecimenpreparedin3×3×0.5mm size

toreducethebackgroundsignalbyhighradiation(averageburn

up:57.6GWd/tU).

.-- Center of fuel .- Center offuel "" C",,'..-offu<i ", C""t..-off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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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57.Variationsoflatticeparametersofspentfuel(average

burnup:57.6GWd/tU)from thepellet/claddinginterfacetoth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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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58.SEM imagesforarim andapellet/cladinteractionlayerina

spentfuel(averageburn-up:57.6GWd/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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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59.Changesinlatticeparameterfrom therim tothecenterof

spentfueldischargedfrom Kori-3PWRreactor.(Burnup:41GWd/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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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2O3는 UO2와 혼합하여 고온에서 소결하면 UO2의 결정격자 내로 solid

solution되는데 이 게 제조된 UO2-Gd2O3핵연료는 UO2와 마찬가지로 fluorite

structure(fcc)를 갖는다.이때 Gd원소는 U자리의 일부를 차지하며 UO2의 격

자크기를 감소시킨다[3-1-20].핵연료가 원자로 내에서 연소되고 연소 후에 원자

로에서 발출되어 냉각되는 동안 UO2의 격자크기가 달라진다.그 원인은 연소

발생되는 방사선에 의한 조사손상과 핵분열 생성물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

지고 있다.

피복 과의 경계부 로부터 핵연료 팰릿의 심부까지 25-500μm 간격별

X-선 회 패턴을 측정하고 TOPAS 로그램을 사용하여 격자상수(a)값을 계산

하 다(그림 3-1-59참조).모든 격자상수(a)값들이 체로 5.458-5.469Å 범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값들은 방사선조사 되지 않은 UO2-5.98wt%

Gd2O3 핵연료의 격자상수 값인 545.5pm[3-1-21]보다 크다.이러한 상은

UO2사용후핵연료에서 찰된 것과 동일한 상으로 핵연료가 원자로 내에서

연소되고 연소가 끝난 후 원자로에서 방출되어 냉각되는 동안 발생하는 방사선

조사손상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방사선 조사손상은 핵연료의 격자구조 내에

결함(pointdefect)를 만들고 이러한 결함이 쌓이면 UO2격자가 팽창하게 된다

[3-1-22,23].이러한 이유로 사용후핵연료의 격자상수 값은 조사되지 않은 핵연료

의 값보다 크게 나타난다.UO2격자의 팽창정도는 연소도의 향을 받아 연소

도가 증가함에 따라 격자상수 값이 커진다[3-1-23].한편,이 UO2-5.98wt%

Gd2O3사용후핵연료의 격자상수 값들은 Gd2O3가 혼합되지 않은 UO2사용후핵

연료(연소도:41.0GWd/tU)의 격자상수 값들(5.475-5.485Å 범 )과 비교하여

낮은 결과를 보인다.이는 Gd이 UO2 결정구조 내로 용해(solidsolution)되어

격자크기를 감소시켰기 때문이다.피복 과의 경계부 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팰

렛의 외부면(Rim 역)에서 격자상수 값이 상 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그림 3-1-59참조).Rim 역에서의 이러한 격자수축 상은 UO2격자 내에

있던 핵분열가스가 Rim 역에 존재하는 많은 기공들과 grain경계 공간으로

이동하여 UO2latticestrain을 완화시킨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3-1-24~26].이와

더불어 연소도가 상 으로 높은 Rim 역에서 많이 생성된 핵분열 생성물이

UO2격자내로 solidsolution되어 격자수축 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1-26,27].격자상수 값이 최 가 되는 지 부터 Rim 역이 시작되며,피복

과의 경계부 인 Rim 역에서 격자상수 값이 감소한다는 Spino의 설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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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시편에 하여 Rim 역의 두께는 100μm 미만일 것

으로 단된다.

즉,UO2-5.98wt% Gd2O3사용후핵연료의 반경방향에 한 결정구조변화를 조

사한 결과,Gd2O3가 혼합되지 않은 UO2 사용후핵연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Rim 특성을 가지며 Rim 두께는 100μm 미만일 것으로 단된다.



- 201 -

제2 사용후핵연료 잔류핵분열생성기체 분포 특성 규명

1.연구개요

Kr,Xe등 핵분열생성기체는 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생성되는 핵분열생성물

가장 많이 생성되는 핵종이다.핵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된 핵분열생성기체는

부분 핵연료 조직 내 기포,공극 결정립계에 포집되어 있다.생성된 핵분열생성

기체의 일부는 핵연료 조직을 이탈하여 핵연료 내 자유공간으로 방출된다.핵연

료 조직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는 미세구조를 변화시켜 핵연료의 열 도도 하나

소결체의 팽창 요인이 될 수 있다. 한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에 의해 핵연료

내압이 증가하며 열 도도 증가와 온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thermalfeedsback

상을 야기할 수 있다.이와 같은 핵분열생성기체의 거동은 핵연료 피복 의 건

성에 요한 의미를 가진다.

핵분열생성기체의 핵연료 내 잔류율 방출률에 한 정량 인 자료를 얻기

해서는 핵분열생성기체의 총 발생량을 알아야 한다.핵분열생성기체의 발생량은 컴

퓨터 코드에 의한 이론 인 계산 혹은 실제 조사핵연료의 실험 측정으로 구할 수

있다.그러나 핵분열생성기체의 발생량과 방출정도는 핵연료 원자로의 특성과

운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보다 정확한 핵분열생성기체 생성율

방출률에 한 자료를 확보하기 해서는 잘 확립된 실험 인 측정방법을 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 우리나라에서도 상용 원자력발 소의 핵연료 내 방출 핵분열생성기체의 조

성 동 원소 분포 측정기술은 잘 확립되어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그러나 아직

고방사성 시료인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양,조성 동 원소분포에

한 정량 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측정기술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방사선차폐핵연료융해시스템 고성능기체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사핵

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의 정량분석 동 원소 분포 측정기술을 개발하

다.

약 0.1g정도의 조사핵연료에서 추출한 미량의 핵분열생성기체를 정량 으로 주

입할 수 있는 주입장치를 구성하 다.미량기체 주입장치는 표 기체공 장치

기체주입쳄버로 구성된다.미량기체 주입장치 제작에는 고진공 유지 가능한 해연

마처리된 스테인 스스틸을 사용하 다.기체주입장치는 터보 다이 램펌 일

체형의 CD pump로 고진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미량기체주입장치에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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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진공도,온도,주입압력 주입량을 조 할 수 있는 각종 부품을 부착하 다.

미량 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조성 동 원소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지름 9mm

의 형 pole 고감도의 검출기인 PIC를 갖춘 고성능 사 극자질량분석기를 구

매,설치하고 성능을 최 화하 다.

조사핵연료를 깨끗하게 융해할 수 있는 불활성기체융해법을 개발하 다.불활

성기체융해법에 의한 핵연료 융해 시 속조연제의 종류 사용량,융해시간,융해

류 등 최 융해조건을 확립하 다.핵연료융해에는 조사 의 가압경수로형 UO2

핵연료 조사 모의 사용후핵연료(Simulatedfuel,SIMFUEL)를 사용하 다.융

해물의 융해상태 평가에는 자탐침미세분석기(Electron probe micro analyser,

EPMA) 엑스선회 분석기(X-raydiffractor,XRD)를 사용하 다.

핵연료융해 시 수소분석기를 정상 으로 작동시키면서 방출되는 기체를 정량 으

로 포집할 수 있는 포집장치를 개발하 다.크립톤 제논이 혼합된 표 기체를

주입하여 정량 으로 포집할 수 있는 포집조건을 확립하 다.불활성기체융해법에

의한 크립톤 제논의 회수율을 측정하기 해 고체매질에 크립톤 혹은 제논이 일

정량 주입된 기 시편을 제조하 다.크립톤 혹은 제논을 알루미늄 호일에 주입하

여 분석법인 Rutherfordbackscatteringspectrometer(RBS)로 분석하여 주입량을

결정하 다.이 시편을 일정량 취하여 불활성기체융해법에 의한 크립톤 제논의

회수율을 측정하 다.

차폐 러 박스 제작 설치를 한 시설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조사핵

연료 융해장치 련부속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차폐 러 박스를 제작,설치하

다.차폐 러 박스는 최고 1.0g(약 1.0Ci)의 조사핵연료를 취 할 수 있도록 10

mm 두께의 철재 임에 납 80mm를 충진하는 주조방식으로 제작하 다.차폐

러 박스 내에는 극로(EF-500),진공청소기,정 울,시료보 함 폐기물 보

함 등을 설치하 다. 한 융해로 콘트롤 트 기체포집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아크릴 러 박스를 제작,설치하 다.핵연료 융해 시 사용할 극로(EF-500)의 장

치를 개조하여 차폐 러 박스에 설치 시 용이하게 운 할 수 있도록 하 다.핵연

료무게 측정에 사용할 정 울을 개조하여 방사선에 약한 디스 이부분을 차폐

러 박스 외부에 설치하 다.

방사선 차폐 핵연료 융해시스템 구축 후 차폐능 기타성능을 평가하 다. 한

실제 조사핵연료 시편 1개에 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조성 동 원소분포를 측

정하 다.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핵연료 내 잔류 크립톤 제논 정량

차를 확립하고 사용후핵연료 내 잔류기체 정량자료를 생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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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사선 차폐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시스템 구축

가.기체주입장치 구성 성능평가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의 정량분석 동 원소 분포를 측정

하기 해서는 방사선 안 개념을 도입한 미량기체주입장치가 요구된다.핵연료

융해 시 방출된 기체를 포집하여 측정 장치로 안 하게 정량 으로 주입할 수 있

는 미량기체주입장치를 구성하 다.

1)방사선 안 개념

핵분열생성기체의 주성분인 제논 방사성동 원소의 반감기는 매우 짧아 핵연

료 의 인출,냉각과정에서 모두 안정한 핵종으로 변환된다.따라서 상용 원자력

발 소에서 방출된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제논 동 원소 방사

성동 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그러나 핵분열생성기체에 존재하는 Kr의 동 원

소
85
Kr는 반감기가 약 12.3년이며 감마선을 방출한다. 한 조사핵연료 내 잔

류 핵분열생성기체 포집을 해 조사핵연료를 용해하는 과정에서 휘발성핵종인

14
C,

3
H,

129
I등이 함께 방출될 수 있다.따라서 미량기체주입장치 련 부품

은 다음과 같은 안 개념을 용하여 설계하 다.

․미량기체주입장치 부속품의 표면선량이 2.5mR/h이하가 되도록 한다.

․핵분열생성기체 포집병 미량기체주입장치의 크기는 핵분열생성기체의 포집

량 등을 고려하여 핵분열생성기체 주입상태에서 음압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핵분열생성기체 포집병 미량기체주입장치는 방사성물질을 취 하고 있음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핵분열생성기체를 포집한 포집병의 보 함은 Deepunderpressure(DUP)line

에 연결되어야 하며 미량기체주입장치의 모든 방출구 역시 DUPline에 항상

연결되게 설치한다.

․분석 후 잔류되어 있는 핵분열생성기체를 완 히 제거하기 해 고순도 헬륨

을 사용하여 미량기체주입장치 내부를 퍼지(purge)할 수 있도록 한다.

2)기체주입장치의 설계 제작

가)설계 제작개념

조사핵연료와 같은 고방사성 시료의 특성평가에서는 실험의 안 성 실험

시설 차폐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은 양의 조사핵연료를 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양은 원자로의 유형,운 특

성,운 이력 기타 물리화학 핵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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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분한 문헌조사 비실험을 통하여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조성 동 원소분포 특성규명을 해 약 0.1g혹은 그 이하의 조사핵연료를

사용할 정이다.

문헌조사와 분석의 정확도를 고려하여 보수 으로 상하면 0.1g의 조사핵

연료에는 약 50㎕의 핵분열생성기체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이 50

㎕의 핵분열생성기체는 부분 제논이며 크립톤은 약 5㎕～10㎕ 존재한다.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를 포집하기 해서는 조사핵연료를 한

방법으로 용해하고 이때 방출되는 핵분열생성기체를 정량 으로 포집하는 기술

이 요구된다.

미량의 핵분열생성기체를 포집하기 해서는 핵분열생성기체의 양,포집시간

운반기체의 양을 고려한 핵분열생성기체 포집병이 요구된다. 한 이와 같

이 포집한 미량의 핵분열생성기체를 정량 으로 측정하기 해서는 핵분열생성

기체를 포집한 기체의 양을 측정하고 이것을 사 극자질량분석기에 주입할 수

있는 미량기체주입장치가 요구된다.

핵분열생성기체 포집병 미량기체주입장치의 내부용 은 핵분열생성기체의

최고 포집량을 고려하여 핵분열생성기체 주입 시 기압보다 낮은 음압이 되도

록 한다. 한 핵분열생성기체 주입 시 표면선량률이 2.5mR/h이하가 되도록

한다.

․미량기체 주입장치는 한 배치를 통하여 사 극자질량분석기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한다.

․장치의 진공 배기에 사용되는 모든 진공 펌 의 최종 방출구는 HEPA 필

터가 부착된 방출구로 연결되도록 한다.

․미량의 핵분열생성기체를 포집한 기체시료의 체 을 정량 으로 정확하게 측

정할 수 있는 측정 장치를 구성해야 한다.

나)기체주입장치제작 설치

(1)표 기체공 장치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표 검정 시 사용되는 표 기체의 순도를 유지하면서

onetouch방식으로 용이하게 공 할 수 있는 표 기체 공 장치를 설계,제

작하 다.핵분열생성기체의 정량분석을 해 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인 헬륨,질

소,산소,알곤,이산화탄소,크립톤,제논을 일정 농도로 혼합한 표 기체를

사용한다.표 기체의 종류는 Table3-2-1과 같다.이 표 기체를 기체주입장치

에 주입할 수 있는 메니폴드형의 기체공 장치를 제작하여 기체주입장치에 연

결하 다.표 기체 공 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표 기체 공 메니폴드는 고진공(10
-6
torr),고압(150atm)환경에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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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성 안 성이 유지 될 수 있으며 핵분열생성기체분석용 표 기체를

정확하게 공 할 수 있게 제작하 다.

Table3-2-1.Compositionofmixedstandardgases(unit:vol%)

Element STD1 STD2 STD3 STD4 STD5 STD6

N2 0.0556 0.4811 0.978 1.52 2.94

CO2 0.0505 0.4958 0.955 1.61 2.96

O2 0.0454 0.439 0.979 1.51 2.95

Ar 0.0509 0.5232 0.995 1.5 2.98

Kr 0.0507 0.3733 0.988 1.03 3.02 5.32

Xe 0.0508 0.5067 1.01 1.58 3.03 30

He balance balance balance balance balance balance

․표 기체 공 메니폴드 내부의 각 혼합표 기체병은 VCR type과 auto

welding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diaphragm valve를 장착하 다

․표 기체 공 메니폴드 내부에는 해연마처리한 1/4"스테인 스 스틸 튜

를 사용하 으며 각 혼합표 기체병의 연결부 에는 연결이 용이하도록

1/4"스테인 스스틸 튜 에 1/8"스테인 스스틸 튜 를 나선형으로 하여

autowelding으로 연결하 다.

․표 기체 공 manifold 내부의 각 표 기체의 압력측정은 헬륨 설율

2x10
-8
atm cc/sec의 정 기체분석 반도체 제조분야 등에 사용되는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 다.

․내구성 기 성이 좋은 고순도,고압용 밸 를 사용하 으며 1/4"VCR

타입으로 연결하 다.

․표 기체 공 장치 튜 내부를 헬륨으로 purge 할 수 있게 하 으며

microfilter를 연결하여 0.1㎛ 이상 크기의 입자를 제거할 수 있게 하 다.

․표 기체 manifold의 기체배 은 SS316L재질,외경 1/4",1/8"두 종류를

사용하 다.

․기체주입장치에 공 되는 표 기체는 헬륨 바탕기체에 제논,크립톤,질소,

산소,이산화탄소,알곤 등이 일정 농도로 혼합되어 있는 혼합표 기체이다.

․표 기체 공 장치 메니폴드의 최종 끝단은 "T" connector와 2개의

diaphragm valve를 사용하여 목 에 따라 membrane주입구 혹은 리크밸

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 다.

․표 기체 공 장치 메니폴드의 최종 출구부분은 metalgaskettype의 “T"

connector로 연결하여 고진공을 유지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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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체 공 장치의 구성에 사용된 모든 connector 부품은 내면 조도를

3㎛ 이하로 하 으며 용 부분은 반도체 제조분야에서 채택하고 있는 auto

welding방식으로 하 으며,표 기체 공 장치에 헬륨 퍼지 장치를 설치하

다.

(2)핵분열생성기체 포집병 제작

조사핵연료 융해에는 재료의 수소함량 측정에 사용하는 LECO RH-600

Hydrogendeterminator(이하 수소분석기)의 EF-500electrodefurnace(이하

극로)를 사용할 정이다.이 극로를 이용하여 약 0.1g이하의 조사핵연료

조각을 조연제와 함께 흑연도가니의 불활성기체분 기에서 융해하며,이때 방

출되는 핵분열생성기체를 헬륨 운반기체로 운반,포집할 정이다.핵분열생성

기체포집병은 그림 3-2-1(a)와 같은 모양이며 구성특징은 다음과 같다.

․스테인 스강(SS)재질 튜 를 사용하여 내용 약 950mL되게 하 다.

․포집병은 1/4"스테인 스강 튜 를 swagelocktype으로 연결하 다

․포집병 양단의 1/4"스테인 스강 튜 에는 Swagelockvalve를 부착하 다

․포집병 한쪽의 swagelockvalve 단에는 NW16KF 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 으며,다른 한쪽의 valve 단에는 swagelock type의 1/4"

female을 달아 기체포집장치의 1/4"스테인 스강 튜 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 다

(3)기체주입장치제작 설치

핵분열생성기체 분석을 한 기체주입장치는 진공계, 압력계,배기계,

시료 주입 port,시료 주입 chamber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모든 부품

장치는 고진공이며 내부는 해연마 처리한 SS316스테인 스스틸을 사용하

다.그림 3-2-1(b)는 장치의 제작 개념도이며 그림 3-2-1(c)∼(e)는 실제 제작,

설치한 장치의 모양이다. 한 표 3-2-2에는 기체주입장치에 사용한 부품들의

사양 성능을 나타내었다.기체주입장치의 주요 구성 부품 성능은 다음

과 같다.

․기체 주입장치의 구성에 사용된 모든 connector 부품은 내면조도 3㎛

이하로 하 으며 autowelding방식을 채택하 다.

․기체주입장치의 최고 도달진공도는 10
-6
Torr로 하 다.

․기체주입장치에 련된 모든 튜 부품은 고진공용을 사용하 다.

․기체주입장치의 모든 연결 부 는 가능한 VCRtype으로 하 다.

․기체주입장치 주입 시료의 체 을 측정하기 해 내용 약 200cm
3
용량의

검정용기를 VCRtype으로 연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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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mplingbottle

(b)Schematicdrawingofasampleinjectionsystem

(c)Inletsystem (d)Samplechamber (e)Leakvalve

Fig.3-2-1.Sampleinjectionsystem;(a)samplingbottle,(b)schematicdrawing,(c)

gasinletsystem,(d)samplechamber,(e)leak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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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극자질량분석기에 미량기체를 도입하기 한 기체주입장치는 길이 1000

mm x폭 460mm x높이 360mm의 지지 에 설치하 다.

․이 지지 의 상부 하부에 각각 스테인 스스틸 재질의 을 설치하여 그

에 각종 장치 부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다.

․상부 지지 에는 등 간격으로 지름 50mm의 구멍을 6개 뚫어 하부 지지

에 설치된 부품과 상부 지지 에 설치된 부품과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 다.

․기체주입장치의 고정된 직선통로부분은 해연마 처리한 1/4"스테인 스

튜 로 연결하 으며 주입장치 간부분에는 나선형의 1/8인치 스테인 스

튜 를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기체주입장치의 길이를 확장 혹은 축소할 수

있도록 하 다.

․기체주입장치에는 내용 약 550cm
3
시료 주입 챔버를 장치하 다.

․시료 주입 챔버 좌우에 각각 3개씩 총 6개의 port를 달아 시료 포집병,진공

센서, 압력센서,진공펌 ,표 검정병 등을 연결하 다.

․기체주입장치의 시료 주입 챔버 port에 diaphragm pump와 turbopump가

일체형으로 된 CD pump를 장착하여 표 기체 메니폴드 배 기체주입

장치를 진공배기 할 수 있도록 하 다.

․기체주입장치가 pumpoil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1차 펌 는 diaphragm

형식의 drypump를 사용하 다.

․각 port와 시료 주입챔버와의 연결에는 1/4"스테인 스스틸 튜 를 사용하

으며 이것을 고진공용의 autowelding방식으로 연결하 다.

․6개의 port에는 각각 고진공용의 diaphragm valve를 VCRtype으로 연결하

다.

․CDpump와 미량기체주입장치의 연결은 스테인 스스틸 316재질의 진공용

40A(내경 40mm)주름 을 사용하여 Rightanglevalve를 부착하 다.

․사 극자질량분석기 단의 leak valve는 미국 MDC Vacuum products

corporation사의 ModelULV-150Ultrahighprecisionleakvalve를 사용하

다.

․기체주입장치 시료 chamberport와 CD pump, 압력게이지(MKS),진공

센서의 연결은 metalgasket(VCRfitting)을 사용하 다.

․기체주입장치의 시료 압력측정에는 미국 MKS사의 가열식 baratongauge

type172(1000Torr)와 (100Torr)를 사용하 으며 Readout장치는 MKS사

의 PDR-C-1C혹은 Type660을 사용하 다.

․기체주입장치의 진공측정에는 독일 PFEIFFERVACUUM사의 compactfull

rangegaugeTypePKR251과 Readout장치 TPG261singlegauge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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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기체주입장치의 진공에는 독일 ILMVACType4000281diaphragm pump

를 사용하 으며 고진공에는 독일 ILMVACCDpump를 사용하 다.

․기체주입장치 시료 chamberport와 samplebottle의 연결은 O-ring타입의

DN 16KFflange로 연결하 다.

․기체주입장치의 시료 chamber출구와 leakvalve사이에 diaphragm valve

를 장착하여 시료 chamber를 사 극자질량분석기와 차단하도록 하 다.

․시료 주입 chamber를 heating jacket으로 덮고 온도조 장치를 부착하여

chamber내 수분탈착이 가능하게 하 다.

․시료 주입 chamber를 200℃까지 가열 할 수 있어 흡착성기체 분석 후 잔류

기체를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다

․기체주입장치에 사용된 diaphragm valve에는 200℃까지 가열 할 수 있는

밸 가스켙을 사용하여 필요할 경우 가열하여 수분을 탈착시키고 고진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으며,기체주입장치에 사용된 모든 밸 는 스테인

스스틸 재질의 진공용 밸 를 사용하 다.

․시료를 주입하기 에 시료 주입장치 내부를 diaphragm pump와 CD

pump를 사용하여 10
-5
Torr이하의 고진공으로 배기시키므로 흡착성기체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료 주입챔버와 leakvalve사이는 SUS316재질의 1/4“튜 로 연결하

으며 간에 고진공용 diaphragm valve를 달아 leakvalve개방 에 시료

의 체 을 측정 하는 등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 다.

․시료 주입구는 상 으로 많은 양의 시료를 주입할 수 있는 진공도 약 0.5

torr정도의 membrane주입구를 구성하 다

․마이크로리터 이하의 미량 기체를 주입하고 주입량을 조 할 수 있는

controllableleakvalve주입구를 구성하 다

3)기체주입장치의 성능

가)시료 포집병의 부피 측정

조사핵연료 융해 시 방출되는 기체의 포집을 해 제작한 시료 포집병의 내용

을 측정하 다.시료포집병의 내용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작한 시료 포집병의 부피를 한국표 과학연구원에 의뢰하여 부피계의 교정

차(KASTO97-05-005-026)에 따라 수용부피로 측정하 다.

․시료 포집병의 내용 측정결과 20℃,95%(K=2)신뢰수 에서 체부피가

969.3±1.0cm
3
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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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2-2.Itemsforconstructionofsmallgasinjectionsystem

Item Model Remark

CDpump ILMVACSST70,
Ultimatepressure

<1E-9mbar

Diaphragm pump ILMVACType4000281 Ultimatepressure<1mbar

Ultrahighvacuum leak

valve
MDCULV-150

Minimum leakrate<1E-9

Torr/second

Diaphragm valve TKcorporation

Bellowsvalve TKcorporation

Rightanglevalve HUNTINGTON EV-150

Absolutegauge MKSbaraton172 1000Torr,Heatingtype

Absolutegauge MKSbaraton 100Torr,Heatingtype

Readout MKSPDR-C-1C

Readout MKSType660

Absolutegauge PIZEOtypeILIMVAC 0-760Torr

Readout ILMVAC

Vacuum sensor

PIEIFFERVACUUM,

COMPACTFULLRANGE

GAUGETypePKR251

Atmosphere-1E-12Torr

Readout
PIEIFFERVACUUM,

TPG261Singlegauge

Heatingjacket

temperaturecontroller
ModelTC300R4K

Gasflow tubeand

chamber
316stainlesssteel electropolished

Flexibletube 316stainlesssteel40A

Connector DN 16KF O-ringclamptype

나)기체주입장치의 내용 측정

제작한 기체주입장치의 내용 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 다.기체주입

장치의 내용 측정에는 표 검정한 시료포집병을 표 검정용기로 사용하 다.

․표 검정한 시료 포집병을 기체주입장치 챔버에 연결한다.

․기체주입장치와 시료포집병을 10
-5
torr이하로 진공,배기시킨다.

․시료포집병의 밸 를 닫은 후 기체주입장치와 진공펌 가 연결된 밸 를 닫아

기체주입장치를 진공 차단시킨다.

․기체주입장치로 헬륨을 약 760Torr되게 주입하고 압력게이지의 숫자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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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이때 압력을 읽는다(P1).

․P1압력을 측정한 후 시료포집병의 밸 를 열어 헬륨을 확산 시키고 압력 게

이지의 숫자가 안정되면 이때 압력을 읽고 기록한다(P2).

․ P1,P2측정과정을 5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계산 한다.

․기체주입장치의 내용 은 식 (3-2-1)과 같이 계산 한다.







---------------------(3-2-1)

P1;헬륨을 주입한 기체주입장치의 압력(torr)

P2;시료포집병(969.3cm
3)으로 확산 시켰을 때 압력(torr)

V1;주입챔버의 체 (cm3)

V2;표 검정병으로 확산 시켰을 때의 체 (969.3cm3+V1)

T1;P1측정시 주입장치의 온도(℃)

T2;P2측정시 주입장치의 온도(℃)

다)기체 주입장치 내용 측정결과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의 정량분석 동 원소 분포 측정 시료의 주입에

사용할 기체주입장치의 내용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체주입장치 시료주입쳄버의 부피 546.9±0.1cm3,상 표 불확도 0.01% 다.

․표 검정한 시료포집병(969.3cm3)에 800cc의 기체를 포집하 을 때 시료 포

집병의 압력은 627torr 으며,기체주입장치로 포집기체를 확장하 을 때 401

torr를 유지하 다.

․따라서 본 실험조건에서 기체시료 포집 시 시료포집병 시료 주입장치의 압

력은 음압 유지가 가능하다.

라)기체주입장치의 진공도

표 3-2-3에 제작한 기체주입장치의 온도에 따른 도달 진공도와 진공 설속도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제작 설치한 기체주입장치의 진공도,진공 설속도,진

공유지도 등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체주입장치는 기압에서 5분 이내에 10-4 torr로 진공,배기되었으며 도달

최고 진공도는 10-6torr 다.

․실온(25℃)에서 시료주입장치의 최고 도달 진공도는 10-6torr 으며 도달 진공

도는 온도에 반비례하 다.

․기체주입장치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진공 설 속도가 증가하 으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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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범 에서 진공 설 범 는 2.91⨯10
-7
torr/min～1.72⨯10

-4
torr/min로

나타났다

․1/4"스테인 스스틸 튜 로 연결된 표 기체 공 장치와 기체주입장치를 연

결한 상태에서 약 5분간 배기시켰을 때 진공도 10
-4
Torr에 도달하 다.

․리크밸 의 개폐 정도를 조 함으로써 0.01torr～1000torr의 기체를 주입할

수 있었다.

․그림 3-2-2에 헬륨 크립톤으로 Baratongauge와 Piezogauge압력 측정값

의 상 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pacitancemanometertype의 압력계인

Baratongauge와 잔류기체의 기 력을 이용한 압력계인 Piezogauge간에

좋은 직선성을 나타내었다.

․Baratongauge Piezogauge는 압력계이므로 기체의 종류에 계없이

일정한 압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Baratongauge는 1000torr,100torr,10torr범 로 필요

에 따라 각각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각 Baratongauge의 측정범 는 최고

측정압력의 10
4
배이다.따라서 1000 torrBaraton gauge의 측정범 는 0.1

Torr-1000Torr범 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Piezogauge의 압력측정범 는 약 100torr～1000torr이며

측정 원리상 정 도가 Baratongauge에 비해 열등하다.

Table3-2-3.Ultimatevacuum andleakrateofgasinjectionapparatusdependingon

temperatureofinjectionchamber

Temperature(℃) Ultimatevacuum (Torr) Leakrate(Torr/min)

Room(25) 1.00E-6 2.91E-7

50 9.00E-6 6.86E-7

100 3.10E-5 1.20E-5

150 3.10E-5 1.26E-5

200 6.60E-5 1.72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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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Pressuremeasurementofhelium and krypton with Piezoand Baraton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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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기체 주입 차

제작,설치한 기체주입장치의 표 기체 포집시료의 주입 차는 다음과 같다.

(1)포집 시료 주입 차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분석을 해 핵연료 융해 시 방출되는 기체

를 시료포집병에 포집한다.이 게 포집한 기체 시료를 기체주입장치에 연결하

여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의 정량분석 동 원소분포를 측정하게 된다.기

체시료의 주입 차는 다음과 같다.

․기체시료를 포집한 시료포집병을 기체주입장치의 port에 O ringclamp체결

방식으로 연결한다.

․기체주입장치와 CD pump가 연결된 port의 valve를 닫고 시료 포집병에 부착

된 port의 valve를 열어 다.이때 기체주입장치 port후단과 시료 포집병이

연결된 1/4“스테인 스스틸 튜 길이만큼 공기가 충 되어 있다.이 잔류기

체에 의해 기체주입장치의 압력이 약 5Torr정도 상승하게 된다.

․기체주입장치와 연결된 CD pumpport의 밸 를 열어 진공,배기시켜 약 10
-4

Torr정도의 진공도를 유지한다.이 상태에서 CD pumpport의 valve를 닫고

시료포집병의 밸 를 열어 시료를 기체주입장치 내로 주입시킨다.

․시료가 기체주입장치에 주입된 상태에서 Baratongauge의 압력이 안정될 때

까지 기다렸다가 기체 시료의 압력을 읽고 기록한다.

․기체주입장치와 리크밸 사이의 밸 를 열어 시료를 사 극자질량분석기로

주입시키고 분석 차에 따라 분석한다.

(2)표 기체 주입 차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의 정량분석을 해 사 극자질량분석

기를 혼합표 기체로 표 검정하게 된다.사 극자질량분석기의 표 검정을

한 기체주입 차는 다음과 같다.

․기체 시료의 주입 측정이 끝난 후 기체주입장치 내 잔류기체를 배기한다

․기체주입장치의 압력이 약 30torr이하로 떨어지면 diaphragm pump와 연결

된 port의 밸 를 닫고 diaphragm pump의 작동을 단한다

․CD pump와 연결된 port를 열고 계속 진공,배기시켜 기체주입장치의 진공도

를 1.0E-4Torr이하로 유지한다

․기체주입장치 내 진공이 10
-4
torr이하가 유지된 상태에서 기체주입장치와 리

크밸 사이의 밸 를 닫고,CDpumpport의 밸 를 닫는다.

․이 상태에서 기체주입장치와 표 기체 공 장치의 배 과 연결된 각 밸 를

열어 표 기체 공 장치에 잔류되어 있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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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압력이 30torr이상이면 먼 다이아 램 펌 를 가동시켜 진공․배기하

고,30torr이하이면 바로 CDpump를 작동시켜 표 기체 공 장치를 약 10
-4

torr까지 배기시킨다.

․목표 진공도에 도달한 후 CD pump를 차단하고 기체주입장치와 표 기체 공

장치와 연결된 최종 밸 를 닫은 상태에서 표 기체병의 밸 를 열어 표

기체를 배 에 충진시킨다.

․표 기체 공 장치 배 에 표 기체가 완 히 충진된 후 압력 평형을 해 약

1분정도 기다린 후 기체주입장치의 밸 를 열어 표 기체를 주입시킨다.이

때 시료의 기체압력보다 충분히 높은 압력으로 충진 시킨다.

․표 기체 공 장치와 기체주입장치 사이의 연결 밸 를 닫고 다이아 램 펌

를 작동시킨고,다이아 램에 연결된 포트의 밸 를 조심스럽게 열어 표 기

체의 주입 압력을 기체 시료의 주입압력이 되게 조 한다.

․이하 시료측정순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측정한다.

4)사 극자질량분석기의 설치 성능최 화

가)사 극자질량분석기 기종 선정 조건

핵연료의 정상 인 연소상태에서 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생성되는 크립톤,

제논 등 핵분열생성기체의 생성량은 연소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식 (3-2-2)는 여

러 가지 핵 상수를 단순화하여 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른 략 인 핵분열생성기

체의 생성량을 구할 수 있는 경험식이다[17].

VG =30W.B........................................................(3-2-2)

여기서,W;UO2(kg)

B;연소도(GWd/mtU)

VG;핵분열생성기체생성량(mL,STP)

이 게 생성된 핵분열생성기체의 일부는 핵연료 조직을 이탈하여 핵연료 내

자유공간으로 방출된다.그러나 생성된 핵분열생성기체의 90% 이상은 핵연료

조직 내에 잔류되어 핵연료의 물리화학 특성을 변화시킨다.조사핵연료 내 잔

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을 해 약 0.05g정도의 조사핵연료를 융해,포집하여

분석할 정이다.이때 상되는 기체시료의 크립톤 농도는 약 수 ppm 수 으

로 상된다.따라서 이와 같은 미량 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의 정량분석 동

원소 분포측정이 가능한 고성능 사 극자질량분석기가 요구된다.사 극자질량

분석기의 기종선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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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 농도의 Kr,Xe정량분석 동 원소 분포측정이 가능해야 하며,경원소

의 분리 정량을 해서는 50amu이하의 용 RFhead가 요구된다.

․미량 기체 시료의 주입량 조 이 가능한 sampleinlet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므

로 기체 시료의 주입량 조 이 가능하며 질량분해능이 우수한 고성능 사 극

자질량분석기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용목 에 따라 선정된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사양은 표 3-2-4와 같으

며,그림 3-2-3은 조사후시험동 화학시험시설 7414호 실험실에 설치된 사 극

자질량분석기(HPR-20QICSystem with1000series9mm PICDetector)이다.

Table3-2-4.Specificationsofthenew quadrupolemassspectrometer

Item Specification

Minimum detectiblepartial

pressure
5x10

-15
mbar

Maximum operating

pressure
5x10

-6
mbar

Fullmassrange 300amu

Low massrange
50amuwithlow massRFheadforultrahigh

resolutionversion

Sensitivity 5ppbwithoptionaltriplefilterquadrupole

Inlettype
Heatedquartzinletcapillaryorcontrollableleak

valveoption

Polediameter 9mm

Filtertype
3filter,pre-filter,massselectiveprimaryfilter,post

filter

Detectortype
Pulseioncounting(PIC)singlechannelelectron

multiplier(SCEM)detectoronly

Conflattypeanalyzer

mountingflange

DN-100-CF,6"/152mm ODbaseflange,mountable

thruaDN-63-CF,4.5"/114mm ODflangewith

adapter

Analyzerinsertiondepth

from analyzermounting

flangeface

411mm,and196mm from the4.5"/114mm OD

mountingflange.436mm/222mm forIDPsystem

RFpowersupply
HidentypeC,200watt,1meterremotemounted

unit

PCwindows
MASsoftPCcontrolon-linetuneableparameters.

LABVIEW driversavailable

Electronenergy Selectableandscannablewithinrange0-150eV

Ionizerenergy Selectableandscannablewithinrange0-10eV

Resolution Res/△M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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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verview ofQMS (b)Frontview ofQMS (c)Sideview ofQMShead

Fig.3-2-3.Theinstalledquadrupolemassspectrometer(QMS)system.

나)사 극자질량분석기의 성능평가

설치된 사 극자질량분석기( 국 HIDEN사,HPR-20QIC System with 1000

series9mm PIC)의 성능평가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1)바탕값 측정

사 극자질량분석기를 10
-9
torr로 배기한 상태에서 SEM 압 2400V,측정시

간 500mS로 하여 실온에서 emissioncurrent에 따른 헬륨(4),질소(28),산소

(32),알곤(40),크립톤(84) 제논(132)의 바탕값(c/s)을 측정하 다.이온세기

(c/s)는 MID모드에서 사이클링방식으로 측정하여 20회 평균값을 취하 다.

그림 3-2-4는 emissioncurrent에 따른 헬륨(4),질소(28),산소(32),알곤(40),크

립톤(84) 제논(132)의 이온세기(c/s)를 MID 모드에서 사이클링방식으로 측정

한 결과이다.그림 3-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emissioncurrent가 증가함에 따라

측정 핵종의 바탕값(c/s)이 증가하 다.공기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질소(28),

산소(32),알곤(40)의 바탕값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공기 미량으로 존재하는 크

립톤(84),헬륨(4),제논(132)의 바탕값은 상 으로 낮게 측정되었다.특히 제논

(132)는 emissioncurrent200 μA 이하에서 바탕값이 10이하로 측정되었으며

emissioncurrent가 300μA이상일 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측정 핵종의 바탕값은 핵종의 이온화 감도에도 향을 받는다.핵종의 이온화

감도는 질소(28)을 1로 하 을 때 상 인 값이며 표 3-2-5에 각 핵종에 따른

이온화 감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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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4.Effectofemissioncurrenton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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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2-5.IonizationprobabilitycomparedtoN2

Gas Ionizationprobability

He 0.15

N2 1

O2 1

Ar 1.2

Kr 1.9

Xe 2.4

기체주입장치의 온도를 실온(25℃)～210℃로 변화시키면서 헬륨(4),물(18),질

소(28),크립톤(84) 제논(132)의 바탕값을 2400V,10 μA에서 MID의 cycling

방식으로 측정하 다.Fig.3-2-5(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핵종에 비해 물(18)

의 바탕값은 25℃,75℃에서 큰 변화가 없으나 120℃ 이상에서 온도 증가에 따

라 바탕값이 크게 증가 다.헬륨(4),질소(28),크립톤(84) 제논(132)의 바탕값

은 물(18)에 비해 온도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되지 않았다.

헬륨(N60)의 주입압력에 따른 질소(28),산소(32),알곤(40),크립톤(84) 제논

(132)의 바탕값을 가속 압 2400V,emissioncurrent10uA에서 측정하 다.그

림 3-2-5(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의 주성분인 질소(28),산소(32) 알곤(40)

의 바탕값은 헬륨(4)의 주입압력에 따라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그러나

공기 미량성분인 크립톤(84) 제논(132)의 바탕값은 헬륨(4)주입압력에 큰

향을 받지 않았다.

(2)기체 주입 압력에 따른 이온세기 감도 측정

사 극자질량분석기 이온화부의 진공도를 10
-7
torr로 유지하고 주입기체의 종

류 주입압력에 따른 이온세기(c/s) 감도를 측정하 다.이온세기(c/s)의 측

정조건은 가속 압 1800V,beam current10μA,측정시간 100%로 설정하 다.

Peakioncounter(PIC)검출기의 포화를 고려하여 알곤은 질량수 36을 측정하

으며 헬륨은 다른 동 원소의 선택이 곤란하여 질량수 4를 측정하 다.여기

서 측정감도는 검출한 이온세기를 주입압력으로 나 값이다.

그림 3-2-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순도 알곤(N60)주입압력 약 300torr까지

주입압력에 따른 측정 이온세기(c/s)간에 좋은 직선성을 보 다. 한 그림

3-2-6(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순도 헬륨(N60)의 주입압력 150torr까지 주입압

력과 측정 이온세기(c/s)간에 좋은 직선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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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5.Effectsof(a)chambertemperatureand(b)gasinjectionpressureon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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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도 알곤 헬륨을 사용하여 기체 주입압력에 따른 감도 측정결과를 그림

3-2-7(a)∼(b)에 도시하 다.알곤 주입압력에 따른 알곤(36)의 감도(c/torr)는 그

림 3-2-7(a)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에 근하는 경향을 보 다.그러나 알곤 주

입압력 100torr이하에서 상 으로 감도(c/torr)가 크게 변하 다. 한 헬륨

주입압력에 따른 헬륨(4)의 감도(c/torr)는 그림 3-2-7(b)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헬

륨 주입압력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이것은 이 측정조건에서 PIC검출

기에 도달하는 헬륨(4)이온의 포화 상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Emissioncurrent에 따른 피크세기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SEM 압을 2400V로 설정하고 emissioncurrent를 10

μA～400 μA로 변화시키면서 이산화탄소(12),알곤(40),크립톤(84),제논(132)의

이온세기(c/s)를 측정하 다.그림 3-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핵종의 이온세기

(c/s)는 emission current에 따라 직선 으로 증가하 으며,같은 emission

current에서 알곤(40)의 이온세기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크립톤(84),제논(132) 이산화탄소(12)의 이온세기(c/s)는 상 으로 낮게 측

정되었다.

(4)기체의 종류에 따른 leakrate측정

기체의 종류에 따른 사 극자질량분석기 리크밸 의 leakrate를 측정하 다.

고순도 알곤(N60 )을 기체주입장치에 일정 압력으로 충진 하고 리크밸 를 조

하여 사 극자질량분석기 이온화부의 진공도가 10
-6
torr되게 하 다.이 상태에

서 시간에 따른 기체주입장치의 압력감소를 측정하여 알곤의 leakrate를 구하

다.분자흐름 상태의 진공에서 기체의 leakrate는 기체의 압력에 상 없이 해당

기체의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 한다.이 원리에 따라 다른 기체의 leakrate는

알곤 leakrate를 참조하여 식 3-2-3과 같이 계산하 다.

 


× .........................................................(3-2-3)

여기서,Lx=측정하고자 하는 기체의 leakrate(mL/sec)

LAr=측정한 알곤의 leakrate(mL/sec)

M=기체의 분자량

측정결과 알곤의 leak rate는 3.0488x10
-5
mL/sec,수소(2)1.635x10

-4
mL/sec,

Xe(132)1.6783x10
-5
mL/sec로 계산되었다(그림 3-2-6).



- 223 -

4.0

5.0

6.0

7.0

0 100 200 300

Pressure(torr)

S
en

si
ti

v
it

y
(c

/t
o
rr

)

(a)sensitivityofargonvs.gasinjectionpressure

2.0E+04

3.0E+04

4.0E+04

0 50 100 150 200

Pressure(torr)

S
en

si
ti

v
it

y
(c

/t
o
rr

)

(b)sensitivityofhelium vs.gasinjectionpressure

Fig.3-2-7.Effectofgasinjectionpressureof(a)Ar,and(b)Heonthe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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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2-6.Leakrateofgases

Gas Leakrate(mL/sec)

H2 1.3635E-04

He 9.6412E-05

N2 3.6440E-05

O2 2.7263E-05

Ar 3.0488E-05

CO2 2.9069E-05

Kr 2.1039E-05

Xe 1.6783E-05

(5)공기 주요 미량조성 확인

구매,설치한 고성능 사 극자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공기 미량으로 존재

하는 헬륨,크립톤 제논을 검출하 다.공기 헬륨,크립톤 제논의 농도

는 각각 5.2ppm,1.1ppm,0.087pp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기체주입장치에

일정 압력의 공기를 주입하고 리크밸 를 조 하여 사 극자질량분석기 이온화

부의 압력 1.0x10
-6
torr,SME 압 2400V,emissioncurrent400μA,scanning

time500mS에서 그림 3-2-9(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 헬륨 피크를 확인

할 수 있었다.이 실험에서는 사 극자질량분석기에 300amuRFhead를 사용하

다.따라서 사 극자질량분석기에 50amulow mass 용 RFhead를 사용하

면 보다 감도가 좋게 검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체주입장치에 일정압력의 공기를 주입하고 리크밸 를 조 하여 사 극자질

량분석기 이온화부의 진공도가 3.0x10
-6
torr되게 한 후 SMEM 압 2400V,

emissioncurrent1000μA,scanningtime500mS에서 공기 크립톤,제논의

주요 동 원소를 측정하 다.측정결과 그림 3-2-9(b)∼(c)에 나타낸 바와 같이

크립톤,제논의 주요 동 원소들을 검출할 수 있었다.공기 크립톤의 농도는

약 1.1ppm이며 제논의 농도는 약 0.087ppm으로 극미량 존재한다.표 3-2-7,8

에 천연 크립톤 제논의 동 원소 분포를 나타내었다.크립톤 동 원소 분포

질량 84의 분포비가 57%이므로 질량 84의 공기 농도는 약 0.63ppm이 된

다. 한 제논 동 원소 분포 질량 132의 분포비가 26.9%이므로 공기 농도

는 약 0.02ppm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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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einair

(b)Krinair

(c)Xeinair

Fig.3-2-9.Spectrum ofHe,KrandXeinairidentifiedbyQ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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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2-7.Naturalabundanceofkrypton

Isotopes NaturalabundanceofKr(%)

78 0.35

80 2.25

82 11.6

83 11.5

84 57

86 17.3

Total 100

Table3-2-8.Naturalabundanceofxenon

Isotopes NaturalabundanceofXe(%)

124 0.1

126 0.09

128 1.91

129 26.4

130 4.1

131 21.2

132 26.9

134 10.4

136 8.9

Total 100

(6)표 기체 미량 크립톤 제논 피크 확인

헬륨(N60 )바탕기체에 크립톤,제논 각각 500ppm 농도의 표 기체를 mass

flow controller(MFC)를 이용하여 크립톤,제논이 각각 0.05ppm 되도록 제조하

다.이 게 제조한 기체 시료를 사 극자질량분석기 이온화부의 진공도 10-6

torr,SEM 2400V,emissioncurrent400μA,scanningtime500ms의 조건에서

크립톤 제논 동 원소 피크를 확인하 다.

그림 3-2-10(a)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립톤의 경우 천연 크립톤에 존재하지

않는 질량 85의 피크가 상 으로 높게 검출되었다. 한 다른 동 원소분포비

도 천연 크립톤 동 원소분포비와 일치하지 않는다.따라서 재 실험 조건에서

0.05ppm 수 의 크립톤 동 원소 피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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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rspectrum in0.05ppm kryptonandxenoninhelium matrix

(b)Xespectrum in0.05ppm kryptonandxenoninhelium matrix

Fig.3-2-10.Scanningspectrum ofQMSfortheidentificationofKrandXeisotopes

from astandardgaswhichcontained0.05ppm kryptonandxenoninhelium matrix,

respectively.



- 229 -

그림 3-2-10(b)는 헬륨 바탕기체에 0.05ppm되게 제조한 제논 표 기체의 사

극자질량분석결과이다.그림 3-2-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논 동 원소인 129,

131,132,134,136이 분명하게 분리되었다. 한 제논이 약 0.087% 함유되어 있

는 공기 시료의 제논 동 원소 검출결과보다 선명하 다.이와 같은 결과는 공

기 시료의 순도 크립톤 제논 동 원소의 분포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한 기체 종류에 따른 이온화정도(ionizationprobability) 사 극자

질량분석기 이온화부의 바탕값도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3)정량분석

포집한 기체시료의 크립톤 제논의 정량분석을 해서는 사 극자질량분석

기를 표 기체로 표 검정하여야 한다.기기의 표 검정 시 표 기체의 농도는

시료의 상 핵종농도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핵연료 내 방출핵분열생

성기체 시료와 같이 크립톤 제논의 농도가 수%로 상되면 헬륨 바탕기체에

수% 수 의 표 기체로 표 검정하여야 한다. 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 분석을

해 조사핵연료 편에서 추출,포집한 시료의 크립톤 제논 농도는 ppm 단

로 상된다.따라서 이와 같은 미량 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정량분

석 시에는 ppm 농도의 표 기체로 사 극자질량분석기를 표 검정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 % 농도의 표 검정곡선 ppm 농도의 표 검정곡선을 작성

하 다.

가)높은 농도(% 농도)의 표 검정곡선

핵분열생성기체인 크립톤,제논의 생성량은 핵연료의 연소도,농축도,원자로

의 운 조건 등 여러 가지 핵 함수에 따라 달라진다.이 게 생성된 핵분열생

성기체의 일부는 핵연료 조직을 이탈하여 핵연료 내로 방출된다.핵분열생성

기체의 방출률은 연소도,온도,원자로의 운 조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향을

받는데 총생성량의 수% 이하로 보고되어 있다.

크립톤 제논 등 핵연료 내 방출 핵분열생성기체의 농도는 핵연료의 연소

도에 따라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실제 분석결과에 의하면 운 연소도 약 50

GWd/tU 범 의 핵연료 에서 천공,포집한 시료의 크립톤 제논의 농도는

각각 1%,10%의 범 로 측정되었다. 한 연소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논의 증가

로 핵분열생성기체의 Xe/Kr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일반 상용 연소도의 핵연료 내 방출핵분열생성기체를 상으로 한 사 극자

질량분석기의 표 검정은 헬륨 바탕기체에 크립톤 제논이 수% 함유된 표

기체로 수행하 다.고연소용 표 검정곡선 작성이 요구될 때는 헬륨 바탕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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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논 30%,크립톤 5%의 혼합표 기체를 추가 할 수 있다.기체주입장치에

표 기체를 일정압력 주입하고 리크밸 를 조 하여 사 극자질량분석기 이온화

부의 진공도가 10
-7
torr가 되도록 주입속도를 조 하 다.사 극자질량분석기

이온화부의 진공게이지는 주입되는 기체의 조성에 따라 달라진다.따라서 한번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진공도를 조 한 후 같은 조건에서 표 검정 시료 분

석을 해야 한다.사 극자질량분석기의 SEM 2400V,emissioncurrent10μA로

하여 MID mode에서 사이클링 방식으로 기체농도에 따른 이온세기(c/s)를 측정

하 다.각 핵종에 따른 이온세기(c/s)를 x축,핵종의 농도를 y축으로 하여 표

검정곡선을 작성하 다.

그림 3-2-11(a),(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소(28),산소(32),알곤(40),이산화탄

소(44),크립톤(84) 제논(132)의 농도와 측정한 이온세기(c/s)간에 좋은 직선성

을 보 다.

나)흔 농도의 표 검정곡선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의 정량분석 동 원소 분포 측정에

는 약 0.05g정도의 조사핵연료를 사용할 정이다.이 정도의 조사핵연료 내에

잔류되어 있는 크립톤을 융해,추출하여 헬륨 운반기체로 포집 시 크립톤의 농

도는 약 수 ppm으로 상된다.따라서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조성

의 정량분석 시 ppm 농도의 표 검정곡선이 요구된다.

헬륨 바탕기체에 크립톤,제논이 각각 500ppm인 표 기체를 massflow

controller(MFC)를 사용하여 크립톤,제논이 각각 0.05ppm～5ppm이 되도록

표 기체를 제조하 다.이 표 기체를 % 농도 표 기체를 사용한 사 극자질량

분석기의 표 검정과 같은 방법으로 표 검정곡선을 작성하 다.그림 3-2-11(c)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립톤,제논 0.05ppm～5ppm의 농도 범 에서 크립톤

(84) 제논(132)의 농도와 이온세기(c/s)사이에 좋은 직선성을 나타내었다.

다)정량분석 차

(1)바탕값 측정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SEM 압 2400V,emissioncurrent10uA,측정시간

10mS로 설정한다.

․Emissioncurrent 측정시간은 시료의 특성에 따라 조 할 수 있다.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진공도가 2⨯10
-9
torr에 도달한 후 헬륨(N60)바탕기체

를 시료 주입쳄버에 압력(MKSBaraton1000torr)로 일정압력 주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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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1.Calibrationcurvesfor(a)standardgasesofair,and(b)mixedstandard

gasesofKrand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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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크밸 를 미세하게 조 하여 사 극자질량분석기 이온화부의 진공도가 10
-6

torr되게 한다.이 상태에서 질소(28),산소(32),알곤(40),이산화탄소(44),크

립톤(84) 제논(132)의 바탕값을 MID mode에서 cycling하여 측정하고,그

평균값을 바탕값으로 정한다.

(2)표 검정곡선 작성

․바탕값 측정과 같은 조건에서 표 기체를 시료주입장치에 주입하고 질소(28),

산소(32),알곤(40),이산화탄소(44),크립톤(84) 제논(132)의 이온세기(c/s)를

MID mode에서 cycling하여 측정하고 측정값에 바탕값을 보정하여 측정값을

얻는다.

․“표 검정곡선” 차에 따라 표 검정곡선을 작성한다.

(3)핵분열생성기체 시료 분석

․포집한 핵분열생성기체를 표 검정과 같은 압력으로 기체주입장치에 주입하

여 표 검정과 같은 조건으로 질소(28),산소(32),알곤(40),이산화탄소(44),크

립톤(84) 제논(132)의 이온세기(c/s)를 MID mode에서 cycling하여 측정하

고 측정값에 바탕값을 보정하여 측정값을 얻는다.

․정량분석과 같은 조건으로 크립톤 동 원소 82,83,84,85,86의 이온세기

(c/s)를 측정하여 이로부터 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동 원소의 상 분포비

를 구한다.

․같은 조건으로 제논 동 원소 131,132,134,136의 이온세기(c/s)를 측정하여

이로부터 핵분열생성기체의 제논 동 원소의 상 분포 비를 구한다.

(4)분석결과 계산

․표 검정곡선을 선형회귀하여 직선성(R
2
)을 검토하고 선형방정식으로부터

편 기울기를 구한다.

․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크립톤 제논 동 원소 분포 비를 구한다.

․식 (3-2-4)에 따라 표 검정곡선으로부터 크립톤 제논의 농도를 계산한다.

․식 (3-2-5)에 따라 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Kr-84분포 비를 보정한 Kr농도를

구한다.

․식 (3-2-6)에 따라 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Xe-132분포 비를 보정한 Xe농도

를 구한다.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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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5)

  ×


......................................................(3-2-6)

여기서

x=표 검정곡선으로부터 구한 크립톤,제논 농도(v%)

y=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크립톤 84,제논 132의 이온세기(c/s)

a=표 검정곡선으로부터 구한 기울기

b=표 검정곡선으로부터 구한 편

K1=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크립톤 84분포 백분율(%)

K2=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제논 132분포 백분율(%)

3.사용후핵연료 내 잔류 핵분열생성기체 측정기술 개발

가.핵연료 융해실험

조사핵연료 내 잔류 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의 정량분석 동 원소 분포를 측

정하기 해서는 우선 고체 시료인 핵연료를 한 방법으로 완 히 융해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핵연료 사용량,융해 차,방출기체의 순도 등 여러 가지 사

항을 고려하여 핵연료의 융해 방법으로 속 조연제를 사용한 불활성기체융해법

을 택하 다.조사 핵연료를 사용하여 융해 류,융해시간, 속조연제의 종류

사용량 등에 따른 융해실험을 수행하 다.핵연료를 융해하여 생성된 융해물

을 분석하여 융해상태를 평가하 다.

1)조사 핵연료(UO2)의 융해

가)장치 시약

조사 핵연료(UO2)는 가압경수로형 UO2 핵연료 모의 사용후핵연료

(Simulated fuel,SIMFUEL)를 사용하 다.모의 사용후핵연료는 연소도 60

GWd/tU,냉각기간 15년을 기 으로 하여 표 3-2-9와 같은 조성으로 제조한 것

이다. 핵연료의 융해실험에는 수소분석기(LECO RH-600 Hydrogen

determinator)의 EF-500electrodefurnace(이하 극로)를 사용하 다.운반기체

는 고순도 헬륨을 사용하 으며 LECO 782-720흑연도가니 주석,니 ,철,

구리 등의 속 조연제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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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2-9.ChemicalcompositionandsurrogatedoxidesaddedtoUO2 asfission

products

Oxides Composition(wt%)

UO2 94.505

Y2O3 0.086

La2O3 0.227

CeO2 1.405

Nd2O3 1.054

SrO 0.164

ZrO2 0.659

BaCO3 0.278

MoO3 0.613

RuO2 0.595

Rh2O3 0.058

PdO 0.266

TeO2 0.09

나)융해 차

가압경수로형 UO2핵연료 모의사용후핵연료(SIMFUEL)소결체를 당한

크기의 편으로 분쇄하여 약 0.1g정도의 시료를 취하 다.이 조사 핵연

료 편을 수소분석기의 극로를 사용하여 속 조연제와 함께 헬륨 분 기의

흑연도가니(LECO 782-720)에서 융해시켰다. 속 조연제는 과립상 혹은 펠릿

형태의 주석,과립상 철,바스켙 형태의 니 ,과립상 구리,흑연분말 등을 1가

지 혹은 복수로 사용하 다.핵연료 융해실험 시 극로의 융해 류(analyzing

current) 속조연제의 종류와 사용량을 조 하여 최 용해조건을 구하고자

하 다.표 3-2-10은 핵연료 융해실험에 사용한 속 조연제의 요 성질이다.

Table3-2-10.Propertiesoffluxmetals

Element
Atomic

weight

Density

(g/Cm3)

Melting

point(K)

Boiling

point(K)

Vaporization

temperature

(K)at1.3Pa

Cu 63.55 8.96 1356 2609 1393

Fe 55.85 7.87 1811 3273 1720

Ni 58.71 8.9 1725 3173 1783

Sn 118.7 7.3 505 2610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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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융해물의 분석

핵연료의 융해상태 평가를 한 비 괴분석에는 일본 JEOL사의 Electron

probemicroanalyzer(EPMA,JXA-8600)와 여기에 장착된 국 OxfordLink

EnergydispersiveX-rayspectrometer(EDS) X-rayDiffractormeter(XRD)를

사용하 다. 한 융해물의 괴분석에는 Inductivelycoupledplasma-atomic

emissionspectroscopy(ICP-AES)를 사용하 다.EPMA 분석 시 가속 압 15

kV,beam current는 deadtime이 약 25%가 되도록 조 하 다.흑연도가니에

서 융해물을 히 분리하여 양면테이 를 부착한 시료 마운트에 올려놓고

secondary electron image(SEI),area analysis,pointanalysis elemental

mapping을 수행하 다.융해물의 EPMA 측정 후 XRD ICP-AES측정을 하

다.

나.핵연료 융해결과

융해조건 속조연제의 종류에 따른 가압경수로형 UO2핵연료 모의 사

용후핵연료(SIMFUEL)의 융해물을 회수하여 융해상태를 평가하 다.융해실험에

사용한 수소분석기 극로의 analyzingcurrent는 융해 류에 해당된다.융해 시

사용한 속조연제의 종류 융해조건에 따른 융해물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

다.

1)UO2핵연료의 융해

가)주석 조연제 사용

가압경수로형 UO2소결체 편 0.030g,과립상 주석분말 약 0.98g을 융해

류 750A에서 60 간 융해시킨 융해물은 흑연도가니 내 바닥 벽면에 얇

은 막 상태로 붙어 있었다. 한 많은 주석 분진이 발생되었다.일반 으로

속과 주석 조연제의 융해물은 주석의 속성질에 의해 단추모양으로 반응 도가

니 내에서 도가니와 분리되어 있다.본 실험에서는 시료량에 비해 약 30배 이

상의 주석을 사용하 으며 그에 따라 과잉의 주석이 융해과정에서 증기상으로

휘발된 것 같다.그림 3-2-12는 1000배 확 한 융해물의 모양 이 배율에서

Sn,U의 원소분포를 나타낸 것이다.그림 3-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조건에

서 얻은 융해물은 비교 균일한 USn 속상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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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000 Sn U

Fig.3-2-12.Scanningelectronimage(SEI)andelementalmappingimagesfor

themeltbyfusionofansegmentofUO2(0.03g)pelletwithgranuletin(0.98

g)at750Aand60seconds.

표 3-2-11은 융해물의 임의 치에 따른 EDSpoint분석결과이다.융해 시

UO2 무게를 U로 환산하여 구한 이론 인 합 의 조성은 USn75이다.EDS

point분석결과를 기 으로 계산하면 융해합 의 조성은 USn5.67이 된다.그러나

EDS분석은 그 특성상 시료의 마이크로 부분에 한 조성 확인에 만족해야 한

다.본 연구에서 융해물의 EDS분석목 은 융해물의 산소 확인에 따른 융해상

태 평가에 있다.EDS분석결과 이 융해조건에서 생성된 융해물의 극히 일부에

서 미량의 산소가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3-2-11.EDSanalysisresultsforthemeltbyfusionofansegmentofUO2(0.03

g)pelletwithtingranule(0.98g)at750Aand60secondsfusion

Point Sn(wt%) Sn(at%) U(wt%) U(at%)

P1 70.7 82.88 29.3 17.12

P2 84.15 91.42 15.85 8.58

P3 67.57 80.69 32.43 19.31

Average 74.14 85.00 25.86 15.00

가압경수로형 UO2소결체 편 0.087g과 주석 펠릿 2개(약 1.0g)를 750A

에서 60 간 융해시킨 융해물은 택 은백색의 구슬모양이었다. 한 이 융해

물은 흑연도가 내에서 표면장력에 의한 물방울 모양으로 분리되어 있었다.그

림 3-2-13는 1000배 확 한 융해물 상부의 자 미경 사진 Sn,U의 원소분

포 사진이다.융해물에서 Sn,U의 조성이 균일하며 EDS스펙트럼에서 산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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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000 Sn U

Fig.3-2-13.Scanningelectronimage(SEI)andelementalmappingimagesforthemelt

byfusionofansegmentofUO2(0.087g)pelletwithtwotinpellets(1.0g)at750A,

60seconds.

융해물 상부의 평균조성을 보기 해 자 미경의 최 배율인 40배에서

EDS분석을 하 다.표 3-2-12는 40배의 자 미경상에서 융해합 상부의 임

의 3지 의 EDS분석결과이다.융해물의 EDS분석결과를 기 으로 계산하면

융해물의 평균조성은 USn69로 계산된다.EDS의 특성상 C,O와 같은 경원소의

정량분석은 매우 어렵긴 하지만,융해물의 EDS분석결과 탄소의 함량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3-2-12.EDS analysis resultsforthe meltby fusion ofan segmentof

UO2(0.087g)pelletwithtwotinpellets(1.0g)at750A,60seconds

Point Sn(wt%) Sn(at%) U(wt%) U(at%)

P1 97.29 98.63 2.71 1.37

P2 97.21 98.59 2.79 1.41

P3 97.07 98.52 2.93 1.48

Average 97.19 98.58 2.81 1.42

미세부분의 융해물 조성 확인을 해 4000배에서 융해물의 조직 성분을

확인하 다.그림 3-2-14는 융해물 상부의 4000배 확 한 자 미경사진 동

치에서의 U,O,Sn의 mapping사진이다.그림 3-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Sn

이 함유되지 않은 약 5마이크로미터 크기의 Uranium oxidephase가 검출되었

다.그러나 UO2결정립의 크기 모양으로 보아 융해 진행 의 미세입자로 생

각된다. 한 이러한 미세입자의 발견빈도는 매우 낮았다.따라서 본 융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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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얻은 융해물 상부는 체 으로 균일한 융해상태이며 매우 순수한 USn

합 으로 추정된다.

x4000 U O Sn

Fig.3-2-14.Scanningelectronimage(SEI)andelementalmappingimagesforthemelt

byfusionofansegmentofUO2(0.087g)pelletwithtwotinpellets(1.0g)at750A,

60seconds.

Table3-2-13,14는 그림 3-2-14의 4000배 확 한 자 미경상에서 Uranium

oxidephase와 Sn-U phase의 EDS분석결과이다.이 입자의 EDS측정결과를

기 으로 계산하면 우라늄 산화물은 미량의 Sn이 함유된 U02.74의 조성을 지니

며,Sn-U phase는 USn50.55의 조성이다. 술한 바와 같이 기기의 특성 경원

소의 X-선 발생 흡수 특성상 EDS에 의한 산소의 정량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이 융해물의 결정립 모양 크기로 보아 uranium oxidephase는 산

소결핍의 UO2-x산화물형태로 상된다.즉 핵연료가 흑연도가니의 불활성기체

분 기에서 소조연제와 융해되면서 UO2산소의 일부가 CO 형태로 휘발되고

그에 따라 결정립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Table3-2-13.EDSanalysisresultsfortheuranium oxidephaseofthemeltby

fusionofansegmentofUO2pellet(0.087g)withtwotinpellets(1.0g)at750A,60

seconds

Element (wt%) (at%)

O 14.42 69.76

Sn 7.35 4.79

U 78.24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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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2-14.EDSanalysisresultsfortheSn-U phaseofthemeltbyfusionofan

segmentofUO2pellet(0.087g)withtwotinpellets(1.0g)at750A,60seconds

Element (wt%) (at%)

Sn 96.19 98.06

U 3.81 1.94

그림 3-2-15는 이 융해조건에서 얻은 융해물의 뒷면 즉 흑연도가니의 바닥면

과 한 부분의 자 미경상 U,Sn원소분포 사진이다.융해물의 상부와

마찬가지로 흑연도가니 바닥면과 한 면의 250배 확 면에서도 산소가 검출

되지 않았으며 U,Sn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Table3-2-15는 40배율에서 흑연도가니 바닥면과 한 융해물 하부 임의

치에서 EDS분석결과이다.EDS분석결과 산소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EDS분

석결과를 기 으로 계산하면 이 부분의 평균 조성은 USn28.97이 된다.이 융해조

건의 융해실험 시 투입원료를 기 으로 계산하면 USn22.69가 된다.따라서 융해

생성물은 투입한 원료와 비슷한 조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그림 3-2-16은 이

융해 조건에서 얻은 융해물의 XRD 측정결과이다.XRD library에서 이 융해물

의 XRD퍠턴과 정확히 일치하는 metalphase를 확인할 수 없었다.

Table3-2-15.EDSanalysisresultsforthebottom ofthemeltby fusion ofan

segmentofUO2(0.087g)pelletwithtinpellets(1.0g)at750A,60seconds

　Area Sn(wt%) Sn(at%) U(wt%) U(at%)

A1 88.13 93.71 11.87 6.29

A2 95.87 97.9 45.13 2.1

A3 96.8 98.38 3.2 1.62

Average 93.60 96.66 20.07 3.34

나)철 조연제 사용

가압경수로형 UO2소결체 편 0.152g,과립상 철분말 약 0.6g을 750A에

서 60 간 융해시킨 융해물은 검은 색으로 흑연 도가니 내에 붙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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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50 U Sn

Fig.3-2-15.Scanning electron image(SEI)and elementalmapping imagesforthe

bottom ofthemeltby fusion ofan segmentofUO2(0.087 g)pelletwith tin

pellets(1.0g)at750A,60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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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6.X-raydiffraction(XRD)spectrum ofthemeltbyfusionofansegmentof

UO2(0.087g)pelletwithtwotinpellets(1.0g)at750A,60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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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해물의 임의 3곳에 한 EDS분석결과를 표 3-2-16에 나타내었다.융해 실험

에 사용한 UO2무게를 U로 환산하여 구한 이론 인 합 의 조성은 UFe19이다.

탄소성분을 제외하고 표 3-2-16의 EDS분석결과를 기 으로 계산하면 융해물

조성은 UFe11가 된다.이 EDS분석결과를 기 으로 하면 융해물의 U 조성비가

융해 실험 시 주입비에 비해 약 1.7배 높게 된다.

Table 3-2-16.EDS analysis resultsforthe meltby fusion ofan segmentof

UO2(0.152g)pelletwithgranuleiron(0.6g)at750A,60seconds

Point Fe(wt%) Fe(at%) U(wt%) U(at%)

P1 72.44 91.80 27.56 8.20

P2 71.57 91.47 28.43 8.53

P3 70.37 91.01 29.63 8.99

Average 71.46 91.43 28.54 8.57

그림 3-2-17은 이 융해조건에서 생성된 융해물의 자 미경상 U,Fe분

포 사진이다.융해물의 속조직 원소분포분석에 의하면 이 조건에서 비교

균일한 조성의 UFephase가 생성됨을 알 수 있다.그러나 반 으로 UFe

융해 합 의 발견 빈도가 매우 낮았다.그림 3-2-18은 이 조건에서 얻은 융해물

의 XRD측정결과이다.XRDlibrary에서 이 융해물의 XRD패턴과 정확히 일치

하는 metalphase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니 조연제 사용

가압경수로형 UO2소결체 편 0.153g,니 0.65g을 750A에서 60 간

융해시킨 융해물은 철 조연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은 색으로 흑연 도가니

내에 용융되어 있었다.표 3-2-17은 융해물의 EDS분석결과이다.융해 실험에

사용한 UO2무게를 U로 환산하여 구한 이론 인 합 의 조성은 UNi20이다.탄

소성분을 제외하고 표 3-2-17의 EDS분석결과를 기 으로 계산하면 융해물 조

성은 UNi11가 된다.이 EDS분석결과를 기 으로 하면 융해물의 U 조성비가

융해 실험 시 주입비에 비해 약 1.8배 높게 된다.융해물의 metal/U비가 철 조

연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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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000 Fe U

Fig.3-2-17.Scanningelectronimage(SEI)andelementalmappingimagesforthemelt

byfusionofansegmentofUO2(0.152g)pelletwithgranuleiron(0.6g)at750A,60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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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8.X-raydiffraction(XRD)spectrum ofthemeltbyfusionofansegmentof

UO2(0.152g)pelletwithgranuleiron(0.6g)at750A,60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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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2-17.EDSanalysisresultsforthemeltbyfusionofasegmentofUO2(0.153

g)pelletwithbaskettypenickel(0.65g)at750A,60seconds

Point Ni(wt%) Ni(at%) U(wt%) U(at%)

P1 76.01 92.78 23.99 7.22

P2 69.84 90.37 30.16 9.63

P3 74.05 92.04 25.95 7.96

Average 73.30 91.73 26.70 8.27

그림 3-2-19는 이 융해조건에서 생성된 융해물의 1000배 확 자 미경상

U,Ni원소분포 사진이다.EDS분석결과 체 으로 균일한 UNiphase의

속 합 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러나 반 으로 융해물의 발견 빈도가

매우 낮았다.그림 3-2-20은 이 조건에서 얻은 융해물의 XRD 스펙트럼이다.

UO2와 주석 조연제,UO2와 철 조연제로 융해시킨 융해물의 XRD 스펙트럼에

비해 검출신호가 약하 으며,XRD library에서 이 융해물의 XRD 스펙트럼과

정확히 일치하는 metalphase를 확인할 수 없었다.

라)구리 조연제 사용

가압경수로형 UO2소결체 편 0.144g,과립상의 구리 1.40g을 750A에서

60 간 융해시킨 융해물은 작은 단추 모양으로 흑연도가니 내에서 분리되어 있

었다. 한 극로 흑연도가니 주변에 다량의 붉은 색 구리 분말이 묻어 있

었다.표 3-2-18은 융해물의 EDS분석결과이다.융해 시 UO2무게를 U로 환산

하여 구한 이론 인 합 의 조성은 UCu41이다.EDS분석결과를 기 으로 계산

하면 융해 생성물의 조성은 UCu0.086로 Cu의 조성이 매우 낮게 검출되었다.따

라서 융해 시 많은 양의 Cu가 휘발되었으며 그 결과 극로 주변이 붉은 색의

구리분진으로 오염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3-2-18.EDSanalysisresultsforthemeltbyfusionofasegmentofUO2(0.144

g)pelletwithgranulecopper(1.4g)at750A,60seconds

Point Cu(wt%) Cu(at%) U(wt%) U(at%)

P1 1.02 3.72 98.98 96.28

P2 0.55 2.02 99.45 97.98

P3 5.57 18.11 94.43 81.89

Average 2.38 7.95 97.62 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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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000 Ni U

Fig.3-2-19.Scanningelectronimage(SEI)andelementalmappingimagesforthemelt

byfusionofansegmentofUO2(0.153g)pelletwithbaskettypenickel(0.65g)at

750A,60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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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0.X-raydiffraction(XRD)spectrum ofthemeltbyfusionofasegmentof

UO2(0.153g)pelletwithbaskettypenickel(0.65g)at750A,60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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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은 이 융해조건에서 생성된 융해물의 100배 확 자 미경상

U,Cu,O의 원소분포 사진이다.그림 3-2-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400

μm 크기의 uranium oxide융해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원소분포 사

진에서와 같이 Uranium oxidephase가 분명하게 검출되었다.

그림 3-2-22는 그림 3-2-21의 100배 확 면 체면 에 해 가속 압 15kv,

deadtime30%에서 livetime100 간 측정하여 얻은 EDS스펙트럼이다.이

그림에서도 U,O 피크는 선명하게 검출되었으나 Cu피크의 크기는 매우 작음

을 알 수 있다.따라서 융해 류 750A,융해시간 60 에서 구리 조연제로 UO2

핵연료를 속합 형태로 완 히 융해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3-2-23은 이 조건에서 얻은 융해물의 XRD측정결과이다.분석에 사용된

융해물 시료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작아 피크 세기가 약하고 잡음이 심하

으며,XRD library에서 이 스펙트럼과 정확히 일치하는 metalphase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마)니 ,주석 활성탄 조연제 동시 사용

그림 3-2-24는 가압경수로형 UO2소결체 편 0.1205g에 니 바스켓 1개

(1.0g),주석 펠릿 1개(0.5g) 흑연분말 0.16g을 850A에서 83 간에서 융

해시킨 융해물 상부의 자 미경 사진 Ni,Sn,U의 원소분포 사진이다.이

융해물은 흑연도가니 내에서 분리되어 있었으며 backscatteringelectronimage

(BEI)의 콘트라스트가 높고 균일하 다.시료의 평균 도가 높은 경우 BEI의 콘

트라스트가 높게 나타나며 콘트라스트가 일정하다는 것은 시료의 평균조성이

균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이 조건에서 생성된 융해물은 비교 균일

한 조성의 UNiSnC합 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2-25는 40배율에서 이 융해물의 임의 치 3부분에 한 EDS분석

치를 나타낸 것이다.표 3-2-19는 그림 3-2-25 치에서 EDS분석결과이다.

Ni은 3부분의 분석 치에서 약 40wt%～50wt%로 비교 균일한 농도로 검출

되었다.그러나 P3에서 Sn의 농도는 낮아졌으며 신 이 부분에서 U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3-2-25에서 P1,P2는 어둡게 나타났으며 P3의 콘트라스트

는 밝게 보인다.따라서 EDS분석결과 융해물의 자 미경상으로 보아 P1,

P2는 Ni-Sn의 2phase이며 P3는 상 으로 U의 농도가 높은 Ni-Sn-U 의 3

phase인 것으로 단된다.그러나 융해물의 EDS분석결과 산소는 검출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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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00 U O

Fig.3-2-21.Scanningelectronimage(SEI)andelementalmappingimagesforthemelt

byfusionofasegmentofUO2(0.144g)pelletwithgranulecopper(1.44g)at750A,

60seconds.

Fig.3-2-22.EDSspectrum ofthemeltbyfusionofasegmentofUO2(0.144g)pellet

withgranulecopper(1.44g)at750A,60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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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3.X-raydiffraction(XRD)spectrum ofthemeltbyfusionofaUO2(0.144

g)segmentwithgranulecopper(1.44g)at750A,60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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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50 Ni Sn U

Fig.3-2-24.Scanningelectronimage(SEI)andelementalmappingimagesforthemelt

byfusionofasegmentofUO2(0.1205g)pelletwithabaskettypenickel(1.0g),a

tinpellet(0.5g)andgraphitepowder(0.16g)at750A,60seconds.

Fig.3-2-25.Pointanalysis positions ofthe meltby fusion ofa segmentof

UO2(0.1205g)pelletwithbaskettypenickel(1.0g),tinpellet(0.5g)andgraphite

powder(0.16g)at750A,60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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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2-19.EDSanalysisresultsforthemeltbyfusionofasegmentofUO2(0.1205

g)pelletwithanickelbasket(1.0g),atinpellet(0.5g)andgraphitepowder(0.16g)

at750A,60seconds

Point Ni(wt%) Ni(at%) Sn(wt%) Sn(at%) U(wt%) U(at%)

P1 46.86 64.26 52.24 35.44 0.89 0.3

P2 49.51 66.79 49.04 32.73 1.45 0.48

P3 42.54 67.19 26.6 20.78 30.87 12.03

Average 46.30 66.08 42.63 29.65 11.07 4.27

이 융해물의 평균조성을 확인하기 해 임의 치에서 40배율 체면 에

한 EDS분석결과 탄소를 제외한 융해물의 평균조성은 UNi37.01Sn12.0으로 확인되

었다.이것은 융해 시 투입한 원료와 비슷한 조성이다.본 융해조건에서 생성된

융해물의 모양은 깨끗하지 않지만 산소가 검출되지 않고 BEI상에서 체 으

로 콘트라스트가 높은 일정한 상을 보인다.따라서 본 융해조건에서 UO2는 Ni,

Sn과 잘 융해되며 탄소 공 원으로 가한 흑연 분말에 의해 탄소가 높게 검출되

는 것으로 보인다. 한 고배율에서도 UO2의 결정립을 발견할 수 없었다.그러

나 흑연 분말 사용에 의해 융해 시 많은 먼지가 발생되었다.

2)모의사용후핵연료(SIMFUEL)의 융해

가)주석 조연제 사용

모의사용후핵연료(SIMFUEL)0.1095g,주석 펠릿 2개(약 1.0g)를 750A에

서 60 간 융해시킨 융해 생성물의 EDSpoint분석결과를 표 3-2-20에 나타내

었다.융해물은 가압경수로형 UO2와 주석 융해조건에서와 같이 흑연 도가니 내

에서 구슬 모양으로 완 히 분리되어 있었다.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가압경수

로형 UO2소결체와 주석의 융해물에 비해 택성 은백색 모양이 아니며 부분

으로 미량의 산소가 검출되었다. 한 SIMFUEL제조 시 모의 핵분열생성물

조성으로 첨가한 Mo이 검출되었다.SIMFUEL소결체를 UO2로 가정하고 융해

시 무게를 U로 환산하여 구한 이론 인 합 조성은 USn24Mo0.012이다.그런데

이 EDS 분석 치에서 point분석결과를 기 으로 계산한 융해물의 조성은

USn14Mo0.5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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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2-20.EDSanalysisresultsforthemeltbyfusionofasegmentof

SIMFUEL0.1095gwithtwopelletsoftin(1.0g)at750A,60seconds

Point Mo(wt%) Mo(at%) Sn(wt%) Sn(at%) U(wt%) U(at%)

P1 2.60 3.41 84.7 89.9 12.7 6.7

P2 2.98 3.89 84.8 89.7 12.2 6.4

P3 2.81 3.68 84.5 89.6 12.7 6.7

Average 2.80 3.66 84.67 89.73 12.53 6.60

그림 3-2-26은 이 융해조건에서 생성된 융해물의 1000배 자 미경상 U,

Sn원소분포 사진이다.이 융해물 상부면은 U,Sn의 분포가 비교 균일하고

깨끗하 으나 미량의 산소가 검출되었다.

그림 3-2-27은 이 융해물의 바닥면 즉 흑연도가니와 면의 100배 자 미

경 사진 U,O,Sn원소분포 사진이다.그림 3-2-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SIMFUEL이 합 형태로 융해되지 않고 uranium oxidephase로 조연제로 사

용한 주석 사이에 박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28은 Uranium oxidephase부분을 1000배로 확 한 자 미경

사진 U,Sn원소분포 사진이다.그림 3-2-28을 보면 uranium oxide와 Sn

phase가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이 융해조건에서 융해된

SIMFUEL융해물의 UO2+x결정립이 정상 인 UO2결정립에 비해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2-21,22는 각각 uranium oxidephase와 Snphase의 EDS분석결과

이다.이 분석 치의 EDS분석결과를 기 으로 계산하면 uranium oxidephase

는 USn0.39O2.3 이며 USnphase는 USn50.55가 된다.SIMFUEL이 주석 조연제와

함께 불활성기체분 기에서 융해되었으므로 융해물의 산화상태는 투입조성에

비해 낮아져야 할 것이다.따라서 EDS분석결과를 기 으로 계산한 융해물의

산화상태가 투입 원료의 산화상태보다 높아진 것은 EDS에 의한 탄소,산소 등

경원소 분석의 한계에 의한 것이다.그러나 이 융해조건에서 SIMFUEL의

uranium oxide가 주석 조연제와 완 히 융해되어 순수한 속합 을 생성하지

는 않았지만 결정립의 크기가 작아진 것은 SIMFUEL이 아직 융해 진행 에 있

음을 나타낸다.그림 3-2-29는 이 조건에서 얻은 융해물의 XRD 측정결과이다.

XRD library에서 이 융해물의 XRD 스펙트럼과 정확히 일치하는 metalphase

를 확인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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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000 Sn U

Fig.3-2-26.Scanningelectronimage(SEI)andelementalmappingimagesforthemelt

byfusionofasegmentofSIMFUEL(0.1095g)pelletwithtwotinpellets(1.0g)at

750A,60seconds.

x100 U O Sn

Fig.3-2-27.Scanningelectron image(SEI)and elementalmapping imagesforthe

bottom ofthemeltbyfusionofasegmentofSIMFUEL(0.1095g)pelletwithtwo

tinpellets(1.0g)at750A,60seconds.

x1000 U Sn

Fig.3-2-28.Scanningelectron image(SEI)and elementalmappingimagesforthe
bottom ofthemeltbyfusionofasegmentofSIMFUEL(0.1095g)pelletwithtwo

tinpellets(1.0g)at750A,60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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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2-21.Composition ofthemeltoftheuranium oxideanalysed by EDS

afterfusionofaSIMFUEL(0.1095g)segmentwithtwopelletsoftin(1.0g)at750

A,60seconds

Element wt% at%

O 11.59 62.62

Sn 14.43 10.51

U 73.98 26.87

Table3-2-22.EDSanalysisresultsfortheSn rich phaseofthemeltby

fusionofasegmentofSIMFUEL0.1095gwith2pelletsoftin(1.0g)at750

A,60seconds

Element wt% at%

Sn 96.19 98.06

U 3.81 1.94

나)철 조연제 사용

SIMFUEL소결체 0.1149g,Fe1.1g을 750A에서 60 간 융해시킨 융해물의

100배,1000배 4000배 확 자 미경상은 그림 3-2-30과 같다.이 융해조건

에서 생성된 융해물에서 SIMFEULuranium oxide의 결정립이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 그림 3-2-31를 보면 융해물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uranium oxide소결체 편이 융해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23은 그림 3-2-31의 uranium oxide소결체 조각의 EDS분석결과이

다.Uranium oxide소결체 편에서 SIMFUEL제조시 핵분열생성물로 첨가한

Zr,Mo등이 검출되었다.따라서 SIMFUEL과 Fe조연제를 이 융해조건에서 융

해 시 순수한 합 형태로 완 히 융해되지 않으며 융해물에서 발견되는

SIMFUEL소결체의 결정립크기로 보아 융해과정에 있는 것 같다.

Table3-2-23.CompositionofthemeltanalysedbyEDSforaSIMFUEL(0.1149g)

segmentfusedwithgranulariron(1.1g)at750A,60seconds

Element (wt%) (at%)

O 15.31 71.93

Zr 0.9 0.74

Mo 1.19 0.93

U 81.58 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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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9.X-ray diffraction (XRD)spectrum oftheUO2 meltby fusion ofa

SIMFUEL(0.1095g)segmentwithtwotinpellets(1.0 g)at750Afor60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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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00 x1000 x4000

Fig.3-2-30.Scanningelectronimage(SEI)forthemeltbyfusionofasegmentof

SIMFUEL(0.1149g)pelletwithgranuleiron(1.1g)at750Afor60seconds.

x100 U O

Fig.3-2-31.Scanningelectronimage(SEI)and elementalmappingforthemeltby

fusionofasegmentofSIMFUEL(0.1149g)pelletwithgranuleiron(1.1g)at750A,

60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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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2.X-raydiffraction(XRD)spectrum ofthemeltofaSIMFUEL(0.1149g)

segmentfusedwithgranulariron(1.1g)at750Afor60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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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는 이 조건에서 얻은 융해물의 XRD 측정결과이다.XRD library

에서 이 융해물의 XRD 스펙트럼과 정확히 일치하는 metalphase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구리 조연제 사용

그림 3-2-33은 SIMFUEL0.0895g,Cu0.890g을 750A에서 60 간 융해시킨

융해물의 자 미경 사진이다.이 융해조건에서 생성된 융해물에서는 속 Cu

와 uranium oxide가 분리되어 있으며 고온 융해 후 냉각과정에서 기포가 생

성되었음 알 수 있다.융해 실험 후 극로 주변이 Cu분진으로 오염되어 있었

다.1000배의 자 미경상에서 Cuphase와 uranium oxidephase가 분리되어

있으며 SIMFUEL소결체의 결정립 크기가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2-24는 그림 3-2-34의 층상구조의 CurichphaseEDS분석결과이다.이

치의 분석결과를 기 으로 계산하면 Curichphase는 UCu42.86의 조성이며 이

는 융해 시 투입한 원료의 무게로 계산한 UCu41.95와 비슷한 조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층상 모양의 Curichphase는 UCu융해 합 임을 확인 할 수 있다.표

3-2-25는 그림 3-2-34의 Uranium oxidephase의 EDS분석결과이다.이 분석결

과를 기 으로 계산하면 UCu0.20O2.82의 조성이 된다.

Table3-2-24.EDSanalysisresultsfortheCurichphaseofthemeltbyfusionofa

segmentofSIMFUEL(0.0895g)withgranulecopper(0.89g)at750A,60seconds

Element (wt%) (at%)

Cu 91.98 97.73

U 8.02 2.28

Table3-2-25.EDSanalysisresultsfortheuranium oxiderichphaseofthemeltby

fusionofasegmentofSIMFUEL(0.0895g)withgranulecopper(0.89g)at750A,

60seconds

Element (wt%) (at%)

O 15.23 70.08

Cu 4.38 5.07

Mo 1.49 1.05

U 80.39 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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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00 x1000

Fig.3-2-33.Scanningelectronimage(SEI)forthemeltbyfusionofasegmentof

SIMFUEL(0.0895g)pelletwithgranulecopper(0.89g)at750A,60seconds.

Fig.3-2-34.EDSanalysispositionsofthemeltbyfusionofasegmentofSIMFUEL

(0.0895g)pelletwithgranulecopper(0.89g)at750A,60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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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SIMFUEL 제조 시 모의 핵분열생성물로 투입한 Mo이 검출되었다.

Uranium oxidephase에서 산화수가 2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EDS에 의한 경원

소의 분석한계 때문이다.

그림 3-2-35는 1000배의 자 미경상에서 Cu,U,O의 linescan profile

(LSP)결과이다.그림 3-2-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Cu와 uranium oxidephase가

완 히 분리되어 있다.따라서 SIMFUEL과 Cu는 이 융해조건에서 완 히 융해

되어 순수한 U-Cu계의 합 을 생성하지 않으며 부분 으로 uranium oxide상

태로 융해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2-36은 이 조건에서 얻은 융해물의 XRD 측정결과이다.XRD library

에서 이 융해물의 XRD스펙트럼과 정확히 일치하는 metalphase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라)니 주석 조연제 동시 사용

그림 3-2-37은 SIMFUEL소결체 0.1261g,Ni1.0g,Sn1.0g(흑연도가니 투입)

으로 750A에서 64 간 융해시킨 융해물의 자 미경상 원소분포 사진이

다.그림 3-2-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 mm 정도 크기의 uranium oxide

편이 Ni-Sn합 에 박 있다. 한 이 융해조건에서 SIMFUEL이 융해되면서

uranium oxide소결체의 결정립이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2-37의

40배 확 면에서 EDS point 분석결과 p1, p3 편의 평균 조성은

UNi0.54Sn0.36Ce0.03O2.86으로 uranium oxide조성이며 SIMFUEL 제조시 첨가한

Ce가 검출되었다.EDS분석결과로 계산한 Uranium oxidephase의 산화수가 2

이상인 것은 역시 EDS의 산소분석 한계를 나타낸다. 한 융해물 바닥면인 P2,

P4에서는 O,Ce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평균조성은 UNi64.76Sn38.59로 조연

제로 사용한 NiSn합 조성이었다.

그림 3-2-38은 400배율에서 U,Ni,Sn원소분포 사진이다.여기서 50마이크

로미터 정도의 알갱이는 Ni-Sn합 이며 이와 같은 작은 Ni-Sn합 알갱이가

uranium oxidephase와 공존하고 있다.그림 3-2-38의 400배 확 사진의 치

에서 point분석한 결과 P2,P3의 평균조성은 UNi0.18Sn0.077O2.84의 우라늄 산화

물 계열이며 P3에서는 1마이크로미터 정도의 Ni-Sn합 과 uranium oxide가

혼재되어 있다.P1은 순수한 속합 으로 UNi43.03Sn23.54의 조성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9는 이 조건에서 얻은 융해물의 XRD측정결과이다.XRDlibrary에서

이 융해물의 XRD스펙트럼과 정확히 일치하는 metalphase를 확인 할 수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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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5.Linescanningprofile(LSP)forthemeltbyfusionofasegmentof

SIMFUEL(0.0895g)pelletwithgranulecopper(0.89g)at750A,60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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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6.X-raydiffraction(XRD)spectrum ofthemeltbyfusionofasegmentof

SIMFUELUO2(0.0895g)pelletwithgranulecopper(0.89g)at750A,60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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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40 x4000 U O

Fig.3-2-37.Scanningelectronimage(SEI)and elementalmappingforthemeltby

fusionofasegmentofSIMFUEL(0.1261g)pelletwithanickelbasket(1.0g)and

twotinpellets(1.0g)at750A,60seconds.

x400 U O Ni Sn

Fig.3-2-38.Scanningelectronimage(SEI)andelementalmappingforthemeltby

fusionofasegmentofSIMFUEL(0.1261g)pelletwithanickelbasket(1.0g)and

twotinpellets(1.0g)at750A,60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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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9.X-ray diffraction (XRD)spectrum oftheUO2 meltby fusion ofa

SIMFUEL(0.1261g)segmentwithanickelbasket(1.0g)andtwotinpellets(1.0g)

at750A,64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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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0은 SIMFUEL소결체 0.1270g을 니 바스켙 1개(1.0g) 주석

펠릿 2개(1.0g)와 함께 850A에서 38 간 융해시킨 융해물의 자 미경 사진

원소분포 사진이다.그림 3-2-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배율에서 Ni-Sn합

상 에 0.5～1.0mm 크기의 uranium oxide 편이 발견되었다.

그림 3-2-41은 uranium oxidephase의 4000배 자 미경상과 U,Ni,Sn의

원소분포사진이다.융해물의 EDS분석결과 약 5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결정립

경계에 약 1μm의 작은 결정립(sub-grain)이 발견되었다. 한 SIMFUEL소결

체의 결정립 크기가 정상 인 UO2소결체에 비해 작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41의 치에서 EDSpoint분석결과 P1은 uranium oxide조성이며 P3

에서는 미량의 산소가 검출되었다.그러나 P2에서는 산소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UNi36.01Sn18.85의 조성으로 U의 농도가 상 으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SIMFUEL소결체가 고온에서 Ni,Sn조연제와 함께 융해되면서 uranium oxide

소결체의 결정립이 작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2-42는 SIMFUEL0.1323g을 니 바스켙 1개(1.0g) 주석 펠릿 1

개(0.5g)과 900A에서 55 간 융해시킨 융해물의 자 미경 사진 원소분

포 사진이다.이 융해조건에서 생성된 융해물은 원형 모양으로 흑연도가니 상

부에 융해되어 있었다.따라서 상부 극과 융해 생성물이 할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분 으로 uranium oxide

소결체의 결정립 조직이 검출되었다.그림 3-2-42의 융해물 100배 확 배율에

서 point분석한 결과를 표 3-2-26에 나타내었다.그림의 P1은 약 600마이크로

미터 크기의 uranium oxidephase이다.EDS분석결과에 의한 P2,P3의 평균조

성은 UNi23.61Sn2.49이다.P5는 5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원형모양으로 NiSn0.61으

로 니 바스켙의 융해물이다.P4는 EDS분석에서 탄소 주성분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흑연도가니 사용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Table3-2-26.EDSanalysisresultsforthemeltbyfusionofasegmentofSIMFUEL

0.1270gwithanickelbasket(1.0g)andatinpellet(0.5g)at900A,55seconds

Point Ni(wt%) Ni(at%) Sn(wt%) Sn(at%) U(wt%) U(at%)

P2 65.12 83.77 16.19 10.3 18.68 5.93

P3 80.32 90.5 14.45 8.05 5.23 1.45

P4 47.46 70.12 29.3 21.41 23.23 8.47

P5 51.83 68.51 48.17 31.49

Average 61.18 78.23 27.03 17.81 15.71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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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40 U Ni Sn

Fig.3-2-40.Scanningelectronimage(SEI)and elementalmappingforthemeltby

fusionofaSIMFUEL(0.1270g)segmentwithanickelbasket(1.0g)andtwotin

pellets(1.0g)at850A,38seconds.

x4000 U Ni Sn

Fig.3-2-41.Scanningelectronimage(SEI)and elementalmappingforthemeltby

fusionofasegmentofSIMFUEL(0.1270g)pelletwithanickelbasket(1.0g)andtwo

tinpellets(1.0g)at850A,38seconds.

x100 U Ni Sn

Fig.3-2-42.Scanningelectronimage(SEI)and elementalmappingforthemeltby

fusionofasegmentofSIMFUEL(0.1270g)pelletwithanickelbasket(1.0g)anda

tinpellet(0.5g)at900A,55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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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의 치에서 point분석결과 표 3-2-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SIMFUEL제조시 첨가한 Zr,Ce등이 검출되었다.이 융해물의 EDS분석결과를

기 으로 계산하면 P2는 uranium oxide 조성이며 P1,P3의 평균조성은

UNi2.45Sn0.31로 상 으로 U 농도가 높은 융해 진행 상태의 합 으로 생각된

다.작은 좁 모양의 입자들은 NiSn 계열 합 으로 900 A의 고온에서

SIMFUEL조직으로 침투하여 융해반응이 진행되는 것으로 단된다.

Table3-2-27.EDSanalysisresultsonthesurfaceof1000magnificationofthemelt

byfusionofasegmentofSIMFUEL0.1270gwithanickelbasket(1.0g)andatin

pellet(0.5g)at900A,55seconds

Ni(at%) Sn(at%) Zr(at%) Ce(at%) U(at%)

P1 64.81 8.7 26.49

P2 8.89 2.28 3.04 85.8

P3 65.37 7.88 26.75

그림 3-2-44는 이 융해물의 4000배율에서 point분석 치를 나타내며 표

3-2-28은 EDS분석결과이다.EDS분석결과를 기 으로 계산하면 바닥면인 P2,

P3에서는 U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NiSnC의 탄소계열 합 으로 추정된다.따라

서 이 배율에서 바닥면은 Ni-Sn-C계열의 합 으로 SIMFUEL소결체와 융해되

면서 P1과 같은 UNi17.83Sn2.04조성의 약 2마이크로미터 혹은 그 이하 크기의

융해물이 생성된 것이다.이 부분에서 산소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순수

한 속 혹은 carbon- 속계열의 합 이 생성된 것으로 단된다.

Table3-2-28.EDSanalysisresultsonthesurfaceof4000magnificationofthemelt

byfusionofasegmentofSIMFUEL0.1270gwithanickelbasket(1.0g)andatin

pellet(0.5g)at900A,55seconds

Point Ni(wt%) Ni(at%) Sn(wt%) Sn(at%) U(wt%) U(at%)

P1 68.54 85.42 15.88 9.79 15.57 4.79

P2 87.5 94.25 9.1 4.85 3.39 0.9

P3 77.92 87.7 22.08 12.3

Average 77.99 89.12 15.69 8.98 9.48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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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000

Fig.3-2-43.PositionsforpointsanalysisoftheSIMFUEL(0.1270g)meltfusedwitha

nickelbasket(1.0g)andatinpellet(0.5g)at900Afor55seconds.

x4000

Fig.3-2-44.PositionsforpointsanalysisoftheSIMFUEL(0.1270g)meltfusedwith

anickelbasket(1.0g)andatinpellet(0.5g)at900A,55seconds.



- 263 -

이 융해조건에서 생성된 융해물은 원형 모양을 이루며 uranium oxide

phase가 발견되지만 oxide상태로 속 조연제와 함께 융해되어 있다.따라서

900A의 고온 융해에 따른 상부 극과 융해물의 험성이 없으면 좋은 융

해조건으로 생각된다.SIMFUEL소결체 0.1172g을 니 바스켙 1개(1.0g),주

석 펠릿 2개(1.0g)와 함께 850A에서 100 간 융해시켰을 때 검은 색 원형모

양의 깨끗한 융해물이 생성되었다.이 융해물은 흑연도가니 내에 분리되어 있

으며 융해 시 분진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2-45는 이 융해

조건에서 생성된 융해물의 40배 자 미경 사진 원소분포 사진이다.융해

물의 40배 화면상에서 원소분포 분석결과 U,Ni,Sn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

며 산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림 3-2-46은 이 융해물 1000배의 자 미경 사진 원소분포 사진이다.

융해물의 40배 확 면과 마찬가지로 U,Ni,Sn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산

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한 이 융해물의 고배율에서도 결정립이 작아진

uranium oxidephase가 발견되지 않았다.따라서 이 융해 조건에서 아직 융해

진행 인 SIMFUEL입자가 없으며 oxide상태로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EPMA의 최 배율인 40배에서 이 융해물의 EDS분석결과 그림 3-2-47과

같이 EDS스펙트럼에서 산소가 검출되지 않은 UNiSn합 조성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따라서 SIMFUEL소결체는 니 바스켓 1개(1.0g)와 주석펠릿 2개

(1.0g)를 함께 흑연도가니에서 850A,100 융해 시 UNiSnC계열 합 으로

완 히 융해되는 것으로 생각된다.표 3-2-29는 배율에서 융해물 임의의 치

에 해 EDS분석한 결과의 평균이다.이 융해물의 EDS분석결과로 탄소 성분

을 제외하고 계산한 합 조성은 UNi15Sn5이 된다.그림 3-2-59는 이 조건에서

얻은 융해물의 XRD 측정결과이다.XRD library에서 이 융해물의 XRD 스펙트

럼과 정확히 일치하는 metalphase를 확인 할 수 없었다.

Table3-2-29.CompositionsoftheSIMFUEL (0.1172g)meltfused withanickel

basket(1.0g)and2tinpellets(1.0g)at850Afor100secanalysedbyEDS.

Element Wt% Atom%

Ni 52 72

Sn 34 23

U 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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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40 Ni Sn U

Fig.3-2-45.Scanningelectronimage(SEI)and elementalmappingforthemeltby

fusionofasegmentofSIMFUEL(0.1172g)pelletwithanickelbasket(1.0g)andtwo

tinpellets(1.0g)at850A,100seconds.

x1000 Ni Sn U

Fig.3-2-46.Scanningelectronimage(SEI)andelementalmappingforthemeltby

fusionofasegmentofSIMFUEL(0.1172g)pelletwithanickelbasket(1.0g)and

twotinpellets(1.0g)at850Afor100seconds.

Fig.3-2-47.EDSspectrum fortheSIMFUEL (0.1172g)meltfused withanickel

basket(1.0g)andtwotinpellets(1.0g)at850A,100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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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48.X-raydiffraction(XRD)spectrum oftheSIMFUEL(0.127g)meltfused

withanickelbasket(1.0g)andtwotinpellets(1.0g)at850Afor38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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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Ni,Sn 흑연분말 조연제 사용

SIMFUEL소결체 0.140g과 Ni1.0g,Sn0.5g을 동시에 투입하고 흑연도

가니에 흑연분말 0.15g가한 후 850A에서 94 간 융해시킨 융해물은 납작한

원형 모양이었으며 많은 분진이 발생되었다.융해물의 평균조성을 확인할 수

있는 Backscatteringelectronimage(BEI) 찰결과 융해물 체의 콘트라스트가

일정하며 밝게 보 다.BEI상에서 밝게 보이는 부분은 평균 도가 높은 속상

임을 의미한다.따라서 이 융해조건에서 uranium oxide가 조연제로 사용된 니

,주석 탄소와 융해되어 UNiSnC계열의 합 을 생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49는 이 융해물의 자 미경 사진 U,Ni,Sn의 원소분포 사진

이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융해물의 U,Ni,Sn분포가 균일하며 산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한 4000배의 고배율에서도 uranium oxide결정립이 발견되

지 않았다.표 3-2-30,31은 융해물의 임의 치의 40배,500배에서 point분석

한 결과이다.측정한 융해물의 평균조성은 40배,500배율의 임의 치에서 각각

UNi15.65Sn3.30,UNi15.44Sn3.29으로 투입 원료에 비해 U의 조성비가 높게 나타났으

며 융해물의 배율에 계없이 균일한 조성을 보 다.

Table3-2-30.EDSanalysisresultsfortheuranium oxiderichphaseofthemeltat

40 magnification by fusion ofa segmentofSIMFUEL 0.140 g with a nickel

basket(1.0g),atinpellet(0.5g)andgraphitepowder(0.15g)at850A,94seconds

Position Ni(wt%) Ni(at%) Sn(wt%) Sn(at%) U(wt%) U(at%)

P1 59.33 78.33 25.71 16.79 14.96 4.87

P2 61.5 80.2 22.91 14.78 15.59 5.02

P3 58.51 77.97 25.41 16.75 16.08 5.28

Average 59.78 78.83 24.68 16.11 15.54 5.06

Table3-2-31.EDSanalysisresultsfortheuranium oxiderichphaseofthemeltat

500 magnification by fusion ofasegmentofSIMFUEL 0.140 g with a nickel

basket(1.0g),atinpellet(0.5g)andgraphitepowder(0.15g)at850A,94seconds

Position Ni(wt%) Ni(at%) Sn(wt%) Sn(at%) U(wt%) U(at%)

P1 59.07 78.39 24.94 16.37 15.99 5.24

P2 59.43 78.64 24.74 16.19 15.84 5.17

P3 59.54 78.33 26.2 17.05 14.26 4.63

Average 59.35 78.45 25.29 16.54 15.36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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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000 U Ni Sn

Fig.3-2-49.Scanningelectronimage(SEI)andelementalmappingforthemeltby

fusionofaSIMFUEL(0.140g)segmentwithanickelbasket(1.0g),atinpellet(0.5

g)andgraphitepowder(0.15g)at850Afor83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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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50.X-raydiffraction(XRD)spectrum ofthemeltbyfusionofasegmentof

SIMFUELUO2(0.140g)pelletwithanickelbasket(1.0g),atinpellet(0.5g)and

graphitepowder(0.15g)at850A,94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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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융해조건에서는 니 ,주석 흑연분말의 복합조연제를 사용하고 높은

융해 류(850A)에서 융해시간을 94 로 늘림으로써 Uranium oxide가 UNiSnC

계열의 합 으로 완 융해되는 것으로 보인다.본 융해조건에서 생성된 융해

물에서 산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비교 균질한 조성을 나타내었으며 투입 원료

의 조성비와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러나 탄소공 원인 흑연분말 사

용으로 과도한 분진 발생의 문제 이 있다.그림 3-2-50은 이 조건에서 얻은 융

해물의 XRD 측정결과이다.XRD library에서 이 융해물의 XRD 스펙트럼과 정

확히 일치하는 metalphase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바)니 조연제 사용

SIMFUEL0.1396g을 니 바스켙 1개(1.0g)과 함께 900A에서 48 간 융

해시켰을 때 융해물은 흑연도가니 상부에 원형의 단추 모양으로 붙어 있었다.

따라서 이 융해조건에서 융해물이 극로의 상부 극과 하여 손상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3-2-51은 이 융해물의 40배,200배,4000배에서의 자

미경 사진이다.40배 확 사진에서 기포 모양이 발견되었으며,200배 확 사

진에서 융해물의 기지 에 U-Ni계열의 합 으로 추정되는 island상이 발견되

었다.이는 900A의 고온 융해과정에서 SIMFUEL소결체와 Ni의 융해반응에 의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 4000배에서 uranium oxide결정립이 발견되었으며 결

정립의 크기로 보아 우라늄 산화물 형태로 융해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3-2-52는 이 융해물의 100배 확 사진에서 EDSpoint분석 치를 나

타낸다.EDSpoint분석결과를 표 3-2-32에 나타내었다.

Table3-2-32.EDSpointanalysisresultsforthemeltbyfusionofasegmentof

SIMFUEL0.1396gwithanickelbasket(1.0g)at900A,83seconds.

C(at%) O(at%) Ni(at%) U(at%)

P1 22.27 76.83 0.9

P2 97.13 2.7 0.17

P3 89.65 10.35

P4 67.68 32.33

P5 30.94 29.01 30.21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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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40 x200 x4000

Fig.3-2-51.Scanningelectron image(SEI)ofthemeltbyfusion ofaSIMFUEL

(0.1396g)segmentwithanickelbasket(1.0g)at900A,83s.

x100

Fig.3-2-52.Scanningelectron image(SEI)ofthemeltbyfusion ofaSIMFUEL

(0.1396g)segmentwithanickelbasket(1.0g)at900A,8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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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53.X-raydiffraction(XRD)spectrum ofthemeltbyfusionofaSIMFUEL

(0.1396g)segmentwithanickelbasket(1.0g)at900Afor8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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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인 P2,P3,P4에서는 U가 검출되지 않았다.P2,carbonrichphase이고

P3,P4는 Ni의 농도가 상 으로 높은 NiCphase이다.P5부분의 바닥은 우

라늄 산화물이며 기포처럼 보이는 P1은 Ni주성분의 island상인 것으로 생각

된다.융해 류 900A의 고온에서 니 이 증기상으로 휘발되어 SIMFUEL소결

체의 uranium oixde에 증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2-53은 이 조건에서 얻은 융해물의 XRD측정결과이다.XRDlibrary에

서 이 융해물의 XRD 스펙트럼과 정확히 일치하는 metalphase를 확인 할 수

없었다.

3)융해물의 ICP분석결과

EPMA XRD 분석이 끝난 융해물 일부를 취하여 산으로 용해한 후

ICP-AES로 융해물의 평균조성을 정량분석하 다.표 3-2-33은 융해실험에 사용

한 원료 조성 융해물의 ICP-AES분석 결과이다.

Table3-2-33.ICP-AESanalysisresultsofthemeltsobtainedbyfusionofUO2pellet

segmentwithmetalfluxesunderinertgascondition

Compositionof
Startingmaterial(g)

Metalratioof
startingmaterial(%)

Compositionof
thefusedmelts(wt%)

UO2(g) Fe(g) U Fe U Fe

0.152 0.6 18.3 81.7 14.6 68.4

UO2(g) Ni U Ni U Ni

0.153 0.654 17.1 82.9 17.8 74.8

UO2(g) Cu U Cu U Cu

0.144 1.4 8.1 91.9 8.3 86.7

UO2(g) Sn U Sn U Sn

0.091 0.981 7.5 92.5 8.62 85.1

ICP-AES분석결과 FeNi의 U에 한 상 량 비는 각각 약 4.7배,4.2배를 나

타내었으며 Cu,Sn은 각각 약 10.4배,9.9배를 나타내었다.UO2소결체 융해 시

조연제로 사용한 Fe,Ni은 UO2에 해 무게 비로 약 4배 사용하 으며 Cu,Sn

은 약 10배를 사용하 다.따라서 융해실험에서 생성된 융해물의 조연제(

속)/U의 비가 융해 실험 시 투입 재료의 조연제( 속)/U 비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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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체 포집 회수율 측정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의 정량분석을 해서는 핵연료 융해 시

방출되는 기체를 정량 으로 포집 측정할 수 있는 장치 조건을 확립해야 한

다.본 연구에서 핵연료 융해장치로 사용할 수소분석기의 극로를 정상 으로 작

동시키면서 방출되는 기체를 정량 으로 포집할 수 있는 장치를 제작하 다. 한

기체 주입 치 포집시간에 따른 크립톤,제논의 회수율을 측정하여 수소분석기

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트랩의 향을 조사하 다.

1)기체포집실험

가)기체포집장치 구성

핵연료융해 시 방출되는 기체를 정량 으로 포집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제

작하 다.기체포집장치는 아크릴 러 박스 내에 설치될 정이므로 가능한 작

게 제작하고,조작방법을 단순화하는 개념으로 설계하 다.

그림 3-2-54(a)는 기체포집장치의 설계도이다.기체포집장치의 크기는 아래 그

림과 같이 55x25cm의 얇은 알루미늄 에 밸 기타 장치를 부착하 다.

그림 3-2-54(b)는 제작된 기체포집장치의 사진이다.기체포집장치는 massflow

controller(MFC),MFC controller,3-way solenoid valve,valve controller,

pressurecompensator,pressuregauge,diaphragm pump 시료 포집병(969.3

cm
3
)으로 구성된다.

나)기체포집 측정실험

핵연료의 불활성기체융해 시 방출되는 기체는 융해장치로 사용되는 수소분석

기의 각종 기체 정화칼럼을 통과하게 된다.따라서 이 정화칼럼들에 의한 크립

톤,제논 등의 머무름 거동을 고찰하고 한 포집시간을 결정하 다.

(1)장치 시약

수소분석기의 기체주입 치에 따른 크립톤 제논 회수율 측정 시 수소

분석기로의 기체 주입은 원자력산업화학분석지원 연구과제(2007～2008)에서 제

작한 음압 시료의 기체크로마토그라피 주입장치를 이용하 다.이 기체 주입장

치에는 6-portvalve가 장착되어 있으며 여기에 0.10mL,0.25mL,0.50mL,

1.0mL의 sampleloop를 연결할 수 있다. 한 이 장치에는 약 20mL용량의

시료포집병을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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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awingforgascollectionsystem.

(b)Gascollection apparatus.(1:Display ofmassflow controller,2:3-way

solenoid valve controller,3:Gassampling bottle (969.3 cm
3
),4:Diaphragm

pump,5:Massflow controller,6:3-waysolenoidvalve,7:Pressuredisplay,8:

Pressurecompensator)

Fig.3-2-54.Drawingandphotosofgascollectio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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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 기체 시료의 회수율 측정에는 헬륨 바탕기체에 크립톤,제논이 각각 0.50

V% 함유된 혼합표 기체를 수소분석기를 통과시키지 않고 기체주입장치에서

직 포집하여 측정한 결과를 사용하 다.수소분석기에서 방출된 기체의 포집

에는 제작한 기체포집장치를 사용하 다.포집한 기체의 정량분석에는 국

HIDEN사의 HPR 20Quadrupolemassspectrometer(QMS)를 사용하 다.이

QMS는 정 리크밸 가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단에 기체주입장치가 연결되

어 있다.

(2)기체주입 포집조건

기체 주입 치는 그림 3-2-55와 같이 수소분석기의 시료 융해로인 극로

단으로 하 다.주입된 기체는 수소분석기 극로의 미세분진 필터,수분제거

칼럼(Anhydronandfilter),650
O
C의 Cuchip튜 수소분석기 본체를 통과

하여 기체포집병에 포집된다.기체 주입에는 헬륨 바탕기체에 크립톤 제논

이 각각 0.50v%되게 제조한 혼합표 기체를 사용하 다.내용 20mL의 기

체 포집병에 700torr의 압력으로 포집한 혼합표 기체를 수소분석기의 작동

차에 따라 시료가 극로에 투입될 때 주입하여 방출되는 기체를 일정시간 시

료포집병(936.5cm
3
)에 포집하 다.

(3)포집기체 측정

시료포집병(936.5cm
3
)에 일정시간 포집한 기체는 사 극자질량분석기(QMS)

의 기체주입장치로 포집기체의 체 을 측정한 후 사 극자질량분석기 (QMS)

이온화부의 진공도 10
-6
torr,가속 압 2400V,emissioncurrent500uA,측정

시간 500ms의 조건으로 Kr84,Xe132의 이온세기(c/s)를 MID모드에서 사이

클링 방식으로 측정하 다.포집기체 측정 후 시료 압력과 같은 압력으로 표

기체를 기체주입장치로 주입하여 Kr84,Xe132의 이온세기(c/s)를 시료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 다.

(4)측정결과

수소분석기를 outgassing950A,analyzing850A에서 빈 흑연도가니를 가

열시키면서 기체의 주입 포집실험을 하 다.이때 헬륨 운반기체의 유량은

450mL/min이다. 비실험으로 표 기체 주입 후 1분간 포집하여 측정한 결과

크립톤 회수율은 약 100%에 가까운 회수율을 보 지만 제논 회수율은 10% 이

하로 나타났다.그러나 표 기체 주입 후 2분간 포집한 기체의 측정결과 크립

톤 제논 모두 약 100%에 가까운 회수율 보 다.따라서 기체 주입 후 1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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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 시 수소분석기의 기체정화칼럼에 의해 무거운 원소인 제논의 머무름 작용

으로 회수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소분석기

(LECO RH-600Hydrogendeterminator)의 운반기체 유량은 450mL/min이며,

시료포집용기의 내용 은 936.5Cm
3
로 고정되어 있다.따라서 주입 후 방출되

는 크립톤 제논을 가능한 짧은 시간에 정량 으로 포집하여야 하며 이때 포

집시간은 제논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3-2-55의 기체주입 에서 0.10mL,0.25mL,0.5mL,1.0mLsample

loop를 통하여 0.5v%의 크립톤 제논 혼합표 기체를 주입한 후 2분간 포집

한 기체의 크립톤 회수율 측정결과를 표 3-2-34에 나타내었다.표 3-2-3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크립톤의 회수율은 sampleloop에 따라 94%～100%로 나타났다.

Sampleloop0.1mL,0.25mL에서 상 으로 높은 회수율 보 지만 이러한

결과는 실험오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3-2-34.Recovery(%)ofKrdependingonthevolumeofsampleloop.

No 0.1mL 0.25mL 0.50mL 1.0mL

1 98 98 95 93

2 102 96 93 97

3 100 101 93 99

Average 100 98 94 96

STDEV 2 3 1 3

그림 3-2-55의 기체주입 에서 0.10mL,0.25mL,0.5mL,1.0mLsample

loop를 통하여 0.5v%의 크립톤 제논 혼합표 기체를 주입한 후 2분간 포집

한 제논의 회수율 측정결과를 표 3-2-35에 나타내었다.표 3-2-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논의 회수율은 92%～97%로 나타났다.

Table3-2-35.Recovery(%)ofXedependingonthevolumeofsampleloop.

No 0.1mL 0.25mL 0.50mL 1.0mL

1 93 101 100 95

2 91 93 93 97

3 91 98 94 98

Average 92 97 96 97

STDEV 1 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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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6에 0.1mL,0.25mL,0.50mL,1.0mL의 sampleloop를 통하여

주입한 크립톤 제논의 주입량에 따른 회수량과의 계를 나타내었다.주입

한 크립톤 제논의 양은 약 0.46μL-4.6μL이며,포집한 크립톤 제논의 농

도는 약 0.5～1.0μL/L범 이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립톤 제논의

주입량과 회수량 간에 비교 좋은 직선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크립톤 제논 주입 시편 제조 회수율 측정

크립톤 제논 등 핵연료의 성자 조사에 의해 생성된 핵분열생성기체는 조

사핵연료 조직 내에 물리 으로 잔류되어 있다.실제 조사핵연료 내 잔류 핵분열

생성기체의 추출,포집 측정을 모사하고 크립톤 제논의 회수율을 측정하기

해서는 고체매질의 크립톤 제논 표 시료가 요구된다.크립톤 제논은 불

활성기체로써 고체매질에 일정량의 크립톤 혹은 제논이 주입된 상용 표 물질을

구할 수 없다.따라서 한 타켓 재료를 선정하여 이온주입기로 고체매질에 주

입된 크립톤 제논 표 시편을 제조하 다. 한 수소분석기로 이 시편을 융해

하여 이때 방출되는 기체를 포집,측정하여 고체 시료의 크립톤 제논 회수율

을 측정하 다.

가)크립톤 제논 기 시편 제조

고체매질에 이온주입 시 주입 깊이는 가속 압,타겟의 도 등 여러 가지 실

험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최고 주입 깊이는 수백 nm 이하이다. 한 이온주입량

은 주입시간에 비례하며 기체의 최고 주입량은 μM 이하이다.잔류 핵분열생성

기체의 정량분석 차에 의하면 이온주입 시편을 융해하여 시료포집병(969.3

cm
3
)에 포집한 크립톤 제논의 농도가 각각 최소 0.5ppm 이상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께가 약 15㎛,18㎛ 이하인 가정용 알루미늄 호일에

크립톤 제논을 주입하 다.

이온주입에 사용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온주입기의 사양은 표 3-2-36과 같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부유하고 있는 이온주입기는 타겟에 주입되는 이온의 양

을 정량 으로 조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알루미늄 호일에 가속 압 70keV

에서 10
17
ions/cm

2
～ 4.0⨯10

17
ions/cm

2
를 목표로 크립톤을 주입하 다. 한

제논은 같은 가속 압에서 1.3⨯10
18
ions/cm

2
를 목표로 주입하 다.이 정도의

높은 주입량을 얻기 해서는 4～8시간의 주입이 요구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이온주입기는 주입되는 이온량을 정량 으로 조 할

수 있으며 주입기체의 질량을 분리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이 이온주입기

로 알루미늄 호일에 가속 압 400keV에서 크립톤 질량 84를 분리하면서 3.0⨯

10
16
ions/cm

2
를 목표로 주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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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55.Standardgasinjection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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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56.RecoveryofKrand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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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2-36.SpecificationofKAERIionimplanter

Item Specification

Maximum ionenergy 30keV

Maximum acceleratingenergy 120keV

Beam ion Gasion

Ionbeam current(Nitrogen) 3mA

Homogeneityofbeam ±20%

Basicvacuum 5⨯10-6torr

Experimentalvacuum (3～5)⨯10-5torr

Multi-jigsystem
Tilting,rotation,up,down,left,right

Thermalcontrolsystem

나)이온 주입한 알루미늄 호일의 표면분석

그림 3-2-57은 크립톤 혹은 제논을 주입한 알루미늄 호일 표면의 200배 자

미경 사진이다.그림 3-2-58은 크립톤 혹은 제논 주입한 알루미늄 호일의 EDS

분석 스펙트럼이다.EDS분석 시 시편에 한 electronbeam의 침투깊이는 시편

의 도,가속 압,probe의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가속 압 15kV에서 철강

재료 분석 시 electronbeam의 침투깊이는 약 1μm이며 이때 samplingvolume

는 약 1μm3이다. 한 원자번호 11번 Na이상에 한 EDS의 측정한계는 약

수백 ppm의 범 이다.그림 3-2-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립톤 혹은 제논을 주

입한 알루미늄 호일에서 이들 이온의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이온 주

입한 알루미늄의 EDS분석 samplingvolume에 어도 수백 ppm 이상의 크립

톤 혹은 제논이 주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루미늄 호일에 주입된 크립톤 제논의 정량분석에는 Rutherford

backscatteringspectormeter(RBS)를 사용하 다.본 연구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

구원의 1.7MeVtandem VandeGraff가속기에 설치되어 있는 RBS로 분석하

다.이 분석방법은 표 물질이 필요 없는 분석법이며 비 괴분석법이다.

그림 3-2-59는 크립톤 혹은 제논을 주입한 알루미늄 호일의 RBS스펙트럼이다.

실선은 컴퓨터모사 분석결과이며 분산 들이 실제 측정결과이다.RBS정량분석

결과는 실제 측정결과를 컴퓨터모사 결과와 비교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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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00(Kr,KAERI) x200(Kr,KIGAM) x200(Xe,KAERI)

Fig.3-2-57.Secondaryelectronimage(SEI)ofKrandXeimplantedaluminum foil.

Krimplnated(KAERI) Krimplanted(KIGAM) Xeimplanted(KAERI)

Fig.3-2-58.EnergydispersiveX-rayspectrum ofKrorXeimplantedAlfoil.

Xe(KAERI) Kr(KIGAM) Kr(KAERI)

Fig.3-2-59.Rutherfordbackscatteringspectrum forKrorXeimplantedAlf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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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7은 크립톤 혹은 제논 주입한 알루미늄 호일의 RBS분석결과이다.이

온주입한 알루미늄의 RBS분석결과 크립톤 혹은 제논의 주입 깊이는 10～180

nm 범 이다. 한 이온주입 깊이는 주입 에 지에 비례하며 질량에 반비례함

을 알 수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가속 압 70KeV로 주입한 알루미늄 호일

의 크립톤 농도는 주입 목표량의 약 24%로 나타났다. 한 같은 가속 압으로

주입한 제논의 농도는 주입 목표량의 약 2%밖에 주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가속 압 400KeV로 주입한 알루미늄 호일의 크립

톤 농도는 주입목표량의 약 110% 정도로 측정되었다(본 연구는 타겟의 이온 주

입 농도를 정확하게 알기 한 것으로 목표 주입량은 큰 의미가 없다).

Table3-2-37.ResultsoftheRBS(Rutherfordbackscatteringspectroscopy)testforthe

ionimplantedaluminum foil

Item
Kr

KIGAM

Kr

KAERI

Xe

KAERI

Ionenergy(KeV) 400 70 70

Nominal(ions/cm
2
) 3.00E+16 1.00E+17 1.30E+18

Measured(ions/cm2) 3.29±0.08E16 2.43±0.07E16 2.57±0.05E16

Depth(nm) 180 22 10

다)고체매질 시료의 크립톤 제논의 회수율측정

크립톤 제논 주입한 알루미늄 호일을 한 크기로 단하여 무게를 측정

하 다.이 시편을 조연제인 주석 펠릿 2개(1.0g)와 함께 outgassing950A,

analyzing750A에서 융해하 다.수소분석기의 작동순서에 따라 outgassing후

analyzingmode에서 알루미늄 호일 시료가 흑연도가니 주입된 후 방출되는 기

체를 2분간 기체포집병에 포집하 다.포집한 기체는 사 극자질량분석기로 크

립톤 질량 84,제논 질량 132의 이온세기(c/s)를 MID모드에서 사이클링 방식으

로 계측하 다.시료 측정 후 헬륨 바탕기체에 크립톤 제논이 각각 103ppm,

104ppm으로 혼합되어 있는 표 기체를 사용하여 사 극자질량분석기를 표 검

정하고 정량분석결과를 계산하 다.

표 3-2-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RBS분석결과는 "ions/cm2"로 표시된다.시료

비 시 얇은 알루미늄의 표면 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단하기 어렵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단한 알루미늄 호일의 무게를 측정하여 식 3-2-7과 같이

표면 으로 환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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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7)

여기서

a;사용한 알루미늄 호일의 표면 (cm
2
)

d;사용한 알루미늄 호일의 도(2.71g/cm
3
)

t;사용한 알루미늄 호일의 두께(cm)

w;분석에 사용한 알루미늄 호일의 무게(g)

그림 3-2-60(a)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크립톤 주입한 알루미늄 호일의 융

해 시 포집한 기체의 크립톤 동 원소 스펙트럼이다.표 3-2-38은 천연 크립톤

한국지질자원연구에서 크립톤 주입한 알루미늄 호일에서 포집한 기체의 동

원소분포 비이다.

Table3-2-38.Comparisonsofisotopicdistributionofkryptonfornaturalkryptonand

extractedkryptonfrom kryptonimplantedaluminum foilatKIGAM

Mass NaturalKr(%) ImplantedKr(%)

82 11.64 3.02

83 12.09 12.75

84 58.08 82.31

86 18.19 1.92

Total 100.00 100.0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연 크립톤에서는 질량 84의 분포비가 약 58%이다.

그러나 한국지질자원연구에서 Kr주입한 Alfoil의 융해 시 방출,포집기체의 크

립톤 84의 분포 비는 약 82%이다.이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이온주입기에는

질량분리 기능이 있으며,Alfoil에 Kr주입 시 질량수 84인 동 원소를 분리하

여 이온주입을 하 기 때문이다.

그림 3-2-60(b)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주분원에서 크립톤 주입한 알루미늄 호

일에서 포집한 기체의 크립톤 동 원소 분포이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

집한 기체의 크립톤 동 원소 분포는 천연 동 원소 분포를 나타냄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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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onimplantation(2400V,500μA)atKIGAM.

(b)ionimplantationatKAERI

Fig.3-2-60.QMSspectrum oftheextractedgasfrom KrimplantedAlf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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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은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주분원에서 제논 주입한 알루미늄 호일에서

포집한 기체의 제논 동 원소 분포이다.그림 3-2-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논의

동 원소는 천연동 원소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3-2-62는 크립톤 혹은 제논 주입 알루미늄 호일의 임의의 치에서 단

한 시료를 수소분석기의 극로에서 융해 시 포집기체의 크립톤 제논의 이온

세기(c/s)와 사용한 시료량과의 계를 도시한 것이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의의 치에서 단한 알루미늄 호일의 무게와 포집기체의 크립톤 혹은 제논

의 이온세기(c/s)사이에 좋은 직선성을 보인다.본 연구에서는 이온주입기의 특

성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름 약 7cm,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지

름 약 10cm의 알루미늄 호일에 크립톤 혹은 제논을 주입하 다.그림 3-2-62와

같이 사용한 알루미늄 호일의 무게와 검출 이온세기(c/s)간에 좋은 직선성을 나

타낸다는 것은 하나의 알루미늄 호일에 크립톤 혹은 제논이 균일하게 주입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2-39는 알루미늄 호일에 크립톤 혹은 제논 주입한 시편의 융해,포집하여

측정한 회수율 측정결과이다.RBS분석결과를 기 으로 하여 알루미늄 호일의

융해,포집하여 측정한 크립톤 제논의 회수율이다.표 3-2-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크립톤 주입한 알루미늄 호일은 약 108%의 회수

율을 보 다. 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주입한 알루미늄 호일은 크립톤과 제

논이 각각 97%,96%의 회수율을 보 다.회수율 측정에는 크립톤 혹은 제논을

이온주입한 알루미늄 호일 약 0.003g～0.01g을 사용하 으며,시료포집병(969.3

cm
3
)에 포집한 기체 시료의 Kr Xe농도는 약 2～3ppm의 범 다.회수율

의 차이는 이온주입 기체의 융해,포집과정 알루미늄 호일의 표면 계산 등

의 오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3-2-39.RecoveryofKrorXefortheionimplantedAlfoil

Kr

(KIGAM)

Kr

(KAERI)

Xe

(KAERI)

109.83 91.59 91.49

106.53 97.78 94.45

107.24 102.42 100.85

Average 107.87 97.26 95.60

STDEV 1.74 5.43 4.78

RelSTDEV(%) 1.61 5.58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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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61.QMSspectrum oftheextracted gasfrom Xeimplanted Alfoilat

KAERI.

4.00E+16

2.40E+17

4.40E+17

6.40E+17

8.40E+17

0 0.02 0.04 0.06 0.08 0.1

Weight of Al (g)

(c
/s

) Xe

Kr

Fig.3-2-62.RelationshipbetweenweightoffusedAlfoilandtheintensityofKrand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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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방사선차폐 핵연료융해시스템 구성

1)시설변경 차폐해석

가)시설변경 허가

조사후시험동 화학시험시설 7414호에 방사선차폐핵연료융해시스템을 설치하

기 해서는 “시험설비 설치에 따른 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따라서 이

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하기 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시설변경 승인신청(원자력

화학연구부-1973,2008.6.30)을 하 고,이에 한 승인(원자력안 과-3097,

2008.11.26)을 받았다(그림 3-2-63).

2)방사선 차폐해석

가)방사선원

원자력발 소에서 발생되는 조사핵연료에는 방사성물질인 핵분열생성물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조사핵연료 시료를 취 하는 차폐 러 박스 설계 시

먼 사용할 조사핵연료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선원강도를 악해야

한다.조사핵연료의 방사선원은 주로 강한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분열생성물의

방사성 동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차폐 러 박스의 방사선차폐해석에서 조

사핵연료 시료의 최고 사용량을 1.0g으로 하 다.

조사핵연료 시료 선원은 원자력발 소에서 연소된 연소도,방출되어 나온

후 냉각기간에 따라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강도를 추정해야 한다.선원계산은

ORIGEN-2코드를 사용하여 핵연료의 기 농축도,연소도,냉각기간 등을 입

력 자료로 하여 수행하게 된다.표 3-2-40에 핵분열생성물 동 원소에 한 방

사선원의 종류와 세기 에 지 스펙트럼을 기술하 다[2-2-4,5].

-방사선원:조사핵연료 minidisk

-연소도:50GWd/MtU

-냉각기간:3년

-사용후핵연료 사용량:1.0g(φ:0.5cm,H:0.12cm)

나)차폐계산을 한 해석모델

표 3-2-41에 핵분열생성기체 측정용 차폐 러 박스의 방사선차폐해석에

한 방사선량율 변환인자를 나타내었다.차폐계산 시 차폐 러 박스 표면에서 선

량율 기 은 2.5mrem/hr로 설정하 다.차폐계산을 한 차폐 러 박스의 실

제 설계 구조는 그림 3-2-78과 같다.

여기서 차폐체의 재료는 납 70mm로 구성되어 있고,납유리가 부착되어 있

어 작업 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차폐 러 박스의 방사선 차폐해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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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모델은 차폐 재료와 구조로서 구성하 다.차폐해석 모델은 감마선원 용

차폐해석 코드인 QAD-CG에 용할 3차원(x,y,z)기하학 구조로 하 다.여기서

방사선 선량율은 차폐 러 박스의 차폐체 외부표면에서 계산결과를 산정하도록

하 다.

Table3-2-40.Fissionproductssourceenergyspectrum

Energy(MeV)
Sourcestrengthspectrum (Photon/sec)

(*Basedon1.0gU)

0.38

0.58

0.85

1.25

1.75

2.30

2.8

3.5

6.52E+8

1.26E+10

4.31E+9

6.90E+8

3.30E+7

2.81E+7

8.60E+5

1.10E+5

Table3-2-41.Doseconversionfactorforshieldingcapacitycalculation

Energy(MeV)
Doseconversionfactor

(mrem/hr/MeV/cm
2
.s)

0.38

0.58

0.85

1.25

1.75

2.30

2.80

3.50

5.08E-04

8.12E-04

1.18E-03

1.52E-03

1.94E-03

2.36E-03

2.71E-03

3.18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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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63.Documentforauthorizationoffacility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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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폐계산 결과 분석

차폐해석은 계산의 신뢰성 안 성을 입증하기 하여 여러 번 반복하

여 계산하 다.차폐해석에 한 기술기 규정은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선량율 기 2.5mrem/hr이하에 부합되도록 계산하 다.차폐계산 결과는

선량율 측정지 의 외부표면에서 방사선 선량율로 나타내어 비교하 다.

그림 3-2-64에 제시된 차폐해석 모델과 선량율 측정 치에 한 차폐 러

박스의 차폐계산결과를 표 3-2-42에 나타내었다.그림 3-2-64에 주어진 Front

wall납차폐체 표면에서 0.65mrem/hr로 계산되었다.그리고 바닥(Bottom)표면

에서는 0.35mrem/hr이고 Reardoor표면에서는 0.65mrem/hr로 나타났다.상

부 Topshield외부표면에서는 0.15mrem/hr로 주어졌다. 한 SideShield외

부표면에서는 0.45mrem/hr로 나타났다.

차폐 러 박스의 차폐능 계산결과 규정에 제시된 표면 선량값 2.5

mrem/hr보다 1/3이하로 낮게 계산되었다.따라서 최고 1.0g의 사용후핵연료

를 취 할 차폐 러 박스의 설계 시 납차폐체 70mm 차폐 구조 일 때 차폐

성능이 충분히 보장됨을 알 수 있다.

Table3-2-42.Calculationresultsofshieldingcapacityforshieldedglovebox

Detectorpoint Doserate Remark

Frontwallsurface

Bottom wallsurface

Topwallsurface

Sidewallsurface

Reardoorsurface

0.65mrem/hr(6.5μSv/hr)

0.35mrem/hr(3.5μSv/hr)

0.15mrem/hr(1.5μSv/hr)

0.45mrem/hr(4.5μSv/hr)

0.65mrem/hr(6.5μSv/hr)

Allowable

limit:

2.5mrem/hr

2)차폐 러 박스 설계 개념

가)고방사성 시편 취 시설의 방사선 안 개념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방사성 시편을 취 하기 한 차폐 러 박스의 설계

는 다음과 같은 방사선안 개념을 반 해야 한다[2-2-4~6].

․방사선에 해 충분한 차폐능을 갖는 물질로 차폐되어야 한다.

․방사성물질은 그 특성에 따라 단일 는 다 으로 격리된 차폐공간 내에서 취

되도록 하며,격리된 차폐 공간 내에서 취 되는 방사성 물질의 외부 출

방지설비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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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64.Drawingsofshieldedgloveboxforcalculationofshielding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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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 러 박스 내부는 부압을 유지하며,시설 내 공기흐름은 오염이 낮은 지

역으로부터 오염이 높은 지역으로 흐르도록 한다.

․차폐 러 박스로 부터 배기되는 공기는 방사성물질을 제거하고 방사능 를

확인한 후에 기로 방출되도록 한다.

․차폐 러 박스 내부로부터 배기되는 공기는 순환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최종방출구는 Deepunderpressure(DUP)line에 연결되어야 한

다.

나)핵연료융해 장치 부속장치의 구성개념

아크릴 러 박스 차폐 러 박스 내에 설치할 장치 기기의 배열개념은

그림 3-2-65와 같다.

․ 러 박스는 차폐 러 박스와 아크릴 러 박스로 구성한다.

․핵연료융해장치,진공청소기,정 울,시료 폐기물 보 함 등은 고에 지

감마선 차폐가 가능한 차폐 러 박스 내에 설치한다.

․융해장치의 제어장치 기타 부속장치는 아크릴 러 박스에 설치하고,융해

로 제어장치의 운 기타 지원 시스템을 담당하는 컴퓨터를 설치한다.

․차폐 러 박스와 아크릴 러 박스 상호간에 기,가스,냉각수 등 유틸리티

라인을 연결한다.

․차폐 러 박스에는 베타-감마형 원격조종기 1 을 설치한다.

․아크릴 러 박스에는 고무 로 1 을 부착한다.

3)차폐 러 박스 제작개념

가)차폐 러 박스 부속장치의 제작 설치

차폐 러 박스 제작 시 설치 장소,이동경로의 건물구조,출입문의 크기,이

동거리 설치작업 공간 등을 고려해야한다. 한 러 박스에 설치될 핵연료

융해장치 기타 부속장치의 원격조작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차폐 러 박스

․차폐 러 박스 련 부속시설의 설치 치는 그림 3-2-66의 조사후시험동

화학시험시설 7414호이고,이곳에 차폐 러 박스를 설치하기 해서는 북쪽

출입문을 이용해야 하므로 이송 시 출입문의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차폐 러 박스 육면체의 각 차폐면은 두께 10t의 철재 임에 납 두께 80

mm의 주조방식으로 제작하며,각 차폐면은 무게 약 2～2.5톤의 고 량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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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65.Lay-outofaacrylgloveboxforcollection ofextracted gasand a

shieldedgloveboxfordissolutionofaspentfuel.

Fig.3-2-66.Laboratory7414forinstallationofshieldedgloveboxandits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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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 러 박스는 고 량이므로 인양 시 특수 공구 장치를 사용하여 안

하게 인양해야 하며,차폐 러 박스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안 조치를 취한

다.

․핵연료융해장치 련 부속장치를 설치할 라이 박스는 스테인 스 스틸로

제작하며,차폐 러 박스 내부에 설치되어 Deepunderpressure(DUP)라인

에 연결되며 24시간 부압이 유지되어야 한다.

․차폐 러 박스 지지 에 차폐 러 박스를 안착시킨다.

(2)차폐 러 박스 유지 리용 도어

․차폐 러 박스 좌측면에는 러 박스 내에 설치되는 극로(EF-500)유지

리를 한 출입문을 설치하며(그림 3-2-67(a)),출입문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개폐한다.

․출입문 내부에는 투명 아크릴 을 설치하고 당한 치에 로 를 부착할

수 있는 구멍을 2개 가공한다.

․차폐 러 박스 후면에 러 박스 유지 리용 도어(그림 3-2-67(b))를 부착한

다.

․후면 도어의 개폐방식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한다.

․후면도어 내부에는 투명 아크릴 을 부착하고 로 를 부착할 수 있는 2개

의 구멍을 가공하며,유지 리용품을 반입,반출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다.

(3)차폐 러 박스 내 장치 설치 배기개념

․차폐 러 박스 내부에 설치하는 극로(EF-500)는 유지 리가 용이하도록

극로(EF-500)하부에 회 원 을 깔고 다시 그 에 ,후 작동이 가능한

일을 설치한다.(그림 3-2-68)

․회 원 일은 약 170kg의 EF-500무게를 지탱 할 수 있어야 하며,

당한 치에 고정 장치를 하여 고정 시킬 수 있도록 한다.

․회 원 일 설치에 의한 틈새는 당한 방법으로 하여 작은 물체

가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아크릴 러 박스 차폐 러 박스에는 미세 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를 부착하되,흡기 배기 부분의 2개 1 으로 하여 부착한다.

․아크릴 러 박스 차폐 러 박스의 최종 방출구는 각각 DUPline에 연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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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ftsidedoor

(b)rearsidedoor

Fig.3-2-67.Drawingformaintenancedoorofashieldedglovebox;(a)leftside

door,(b)rearside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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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68.ConceptofEF-500electrodefurnaceinshieldedglovebox.

Fig.3-2-69.Conceptofstoragevesselforsampleand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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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로(EF-500)의 퍼지 최종방출구도 DUPline에 연결한다.

․아크릴 러 박스에는
14
C

3
H을 산화시켜

14
CO2,HTO 형태로 포집할 수

있는 산화제(CuO,650
o
C) 흡착제(Alakali,Anhydorne)칼럼을 각각 부착

한다.

(4)시료 폐기물 보 용기

차폐 러 박스 내부에 많은 양의 조사핵연료 보 시 방사선에 의한 기기

의 손상을 방지하고 운 자의 안 을 해 시료 폐기물 보 용기를 제작해

야 한다.시료 폐기물 보 용기의 제작 개념은 다음과 같다.(그림 3-2-69)

․시료병은 알루미늄 재질로 지름 10mm x높이 15mm 크기에 뚜껑을 부착

한다.

․시료병 뚜껑은 시료보 의 안 성을 유지하면서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구

조여야 하므로 뚜껑 외부를 요철 처리하여 원격조종기로 조작이 용이하도록

한다.

․시료 폐기물 보 용기는 스테인 스강 임에 납 30mm 두께로 주조

하여 내부에 내경 120mm x높이 100mm의 원통형 모양이 되도록 제작한

다.

․용기의 상부에 뚜껑 개폐를 한 일을 장치한다.

․용기 뚜껑은 보 용기에 맞는 크기로 제작하며 상부에 원격조종기로 개폐 할

수 있도록 한 치에 손잡이를 장치한다.

․용기 뚜껑의 하부에는 원격조종기에 의한 개폐가 용이하도록 구동장치를 부

착한다.

․용기 뚜껑은 두께 20mm의 스테인 스강으로 제작한다.

․뚜껑을 용기에 덮었을 때 구동장치가 보이지 않도록 용기본체 상부에 당한

크기의 홈을 가공한다.

(5)Mock-up장치제작

핵연료 융해시스템 설치 시 문제 을 검증하고 실제 제작 시 반 하기 해

Mock-up장치를 제작하 다.이 장치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그림 3-2-70)

․Mock-up장치 제작은 실제 차폐 러 박스의 제작 운 시 상되는 문

제 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한 것이다.

․Mock-up장치의 크기 모양은 가능한 실제 제작할 차폐 러 박스와 유사

하도록 하며,철제를 사용하여 제작하되,하부면, 면 지지 로 구성되며

좌측면,우측면,천정면 후면은 개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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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70.Designofmock-upforshieldedglove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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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k-up장치의 크기는 가로 2000mm x높이 1905mm x두께 250mm

이고,지지 의 크기는 폭 2100mm x깊이 1750mm x높이 900mm의 크

기이다.

․ 면은 지지 앞쪽에서 약 200mm 안쪽으로 설치하고,베타-감마형 원격조

종기 1 을 설치할 수 있는 2개의 구멍을 가공한다.

․구멍의 크기는 베타-감마형 원격조종기를 설치할 수 있는 크기이며 두 구멍

사이는 심에서 1025mm 간격을 유지한다.

․원격조종기 설치를 한 구멍은 원격조종기의 작동거리(700mm) 정지 시

거리(696.9mm)를 고려하여 지지 바닥에서 2400mm 높이에 가공하고,

높이에 납유리 부착을 가정한 구멍을 가공하여 투명 아크릴 을 부착하고 크

기를 조 하여 내부를 투시할 수 있도록 한다.

․Mock-up장치에 조사핵연료 융해장치로 사용할 융해로,진공청소기,정

울 등을 설치하고,융해로 제어장치는 Mock-up장치 외부의 지지 에 설

치하고 융해로와 유틸리티 라인을 연결한다.

4)부속시설 상세 설계 제작

가)Mock-up장치 설계 제작

핵연료융해시스템 건조 시 문제 을 검토하기 해 Mock-up장치를 다음과

같이 제작하 다.

(1)주요장치

․핵연료 융해장치로는 수소분석기(LECO RH-600Hydrogen determinator)의

EF-500electrodefurnace(이하 극로)를 사용한다.

․표 형 수소분석기는 제어장치 극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나 그림

3-2-71과 같이 극로를 분리하여 차폐 러 박스에 설치할 수 있도록 주문제

작하 다.

․ 극로 콘트롤에는 수소분석기 본체를 사용한다.

․ 극로의 청소에는 수소분석기의 부속품으로 공 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한다.

․시료의 무게 측정은 수소분석기의 부속품으로 공 된 정 울을 사용한다.

․원격조종기는 한국차폐의 KTH-100베타-감마형 원격조종기 1 을 사용한다.

․ 극로의 냉각에는 별도의 chiller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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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71.ModifiedRH-600Hydrogendeterminator.

Fig.3-2-72.Mock-upforashieldedglove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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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ock-up장치제작

․Mock-up장치는 철강재로 제작하고,장치의 면은 내부가 빈 강 임

으로 제작하 다.그림 3-2-72는 제작 완료한 Mock-up장치의 모양이다.

․제작한 Mock-up장치에 원격조종기, 극로(EF-500) 기타 련 장치를 설

치하고 면 임의 당한 높이에 베타-감마형 원격조정기 1 을 설치하

다.

․ 면 임의 높이에 당한 크기의 사각 구멍을 가공하고 여기에 납유리

를 모사한 투명 아크릴 을 부착하 다.

나)아크릴 러 박스 제작

핵연료 융해장치 제어장치인 수소분석기 본체와 기타 부속 장치를 설치할 아

크릴 러 박스는 다음과 같이 설계,제작하 다.

(1)아크릴 러 박스의 구성

․아크릴 러 박스는 러 박스 본체,본체지지 ,컴퓨터지지 로 구성된다.

․그림 3-2-73(a)는 아크릴 러 박스 부속품 제작을 한 설계도이며,그림

3-2-73(b)는 제작된 아크릴 러 박스 부속품을 보여 다.

․아크릴 러 박스의 크기는 폭 1500mm x깊이 1200mm x높이 1200

mm이며, 러 박스 본체 지지 는 가로 1500mm x세로 1200mm x높이

800mm이다.

․컴퓨터 지지 의 크기는 가로 800mm x세로 800mm x높이 800mm이다.

․아크릴 러 박스의 바닥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투명한 아크릴 을 사

용하 고 지지 임은 알루미늄 로 일을 사용하 다.

․ 러 박스 면의 당한 치에 2개의 로 부착용 구멍을 가공하 다.

․ 러 박스 좌측면에는 러 박스 유지 리용 출입문을 가공하 다.유지

리 출입문은 원형으로 하며 원터치 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 다.

․ 형 물품의 반입,반출시를 고려하여 러 박스 면 좌측면 패 체

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 장치하 다.

․ 러 박스의 우측면 후면에는 차폐 러 박스와 서로 연결하기 한 유

틸리티 구멍을 가공하 다.

․ 러 박스의 상부면에는 흡기,배기용 HEPAfilter장착 구멍을 가공하 다.

․ 러 박스 지지 는 목재로 제작하 으며 실험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설합

공간을 구성하 다.

․ 러 박스 지지 의 상부면은 내약품성의 재질로 마감 처리하 고,지지

의 바닥에는 바퀴를 부착하 으며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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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착)

1 -

한    원    력  연    원

(a)Drawingsforacrylgloveboxanditssupport.

(b)Fabricatedacrylglovebox

Fig.3-2-73.AcrylgloveboxforRH-600Hydrogendeterminatorandits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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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크릴 러 박스 내 장치 설치

아크릴 러 박스에는 핵연료 융해로로 사용하는 극로의 제어장치인 수소

분석기 본체가 설치된다. 한 핵연료 융해 시 방출되는 기체를 포집할 수 있

는 시료포집병,기체포집장치,펌 기타 배 으로 구성된다.

다)장치개조

원격조종기에 의한 조작이 용이하고 고방사선 환경에 용할 수 있도록 차폐

러 박스에 설치될 기기 장치의 일부를 개조하 다.

(1) 극로 개조

․ 극로 시료 투입구에 0.1g이하 작은 편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용이하

게 투입할 수 있도록 그림 3-2-74(a)와 같이 시료 투입구 상부에 깔때기를 부

착하 다.

․기존 진공청소기 호스가 굵고 매우 유연성이 낮아서 그림 3-2-74(b)와 같이

유연한 호스로 바꾸었다.

․ 한 원격조종기에 의한 진공청소기 방향 환밸 조작이 용이하도록 그림

3-2-74(b)와 같이 개조하 다.

(2)정 울개조

․정 울의 반도체부품은 고방사선에 약하므로 그림 3-2-75와 같은 개념으로

정 울의 무게센서와 디스 이 부분을 분리하 다.

․차폐 러 박스 내부에는 가능한 반도체부분은 제외하고 그림 3-2-75(b)∼(d)

와 같이 개조하여 정 울의 무게센서 부분만 설치하 다.

․디스 이 부분이 제거된 부분에는 그림 3-2-75(c)와 같이 두께 5mm의 납

으로 차단하여 내부 부품을 보호하 다.

․디스 이 부분은 그림 3-2-75(d)와 같이 분리하여 별도의 이스에 장치하

고 차폐 러 박스 외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다.

(3)기타

차폐 러 박스 내에 설치된 극로(EF-500)의 원활한 작동을 해 일부 장

치를 추가로 구성하 다.

․수소분석기의 본체에 장치되어 있는 극로의 상하 작동버튼 “UP/DN”

진공청소기 작동버튼 “Vacuum"을 그림 3-2-76과 같이 제작하여 차폐 러

박스 면에 부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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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unnelforsampledrop

(b)flexiblehoseforcleaner

Fig.3-2-74.ModificationofEF-500forinstallationinashieldedglove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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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nceptformodificationofachemicalbalance.

(b)Beforemodification (c)Removalofdisplay (d)Modifieddisplay

Fig.3-2-75.Modificationofachemicalbalance;(a)concept,(b)∼(d)modifiedchemical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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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분석기 주 원의 치가 본체 우측면 깊숙한 곳에 치해 있어 러 박

스에 설치 시 근이 매우 불편하므로 그림 3-2-76과 같이 제작하여 러 박

스 외부에 부착하 다.

․실제 차폐 러 박스 내부 기기 작동 시 작동소리를 감지할 수 있도록 그림

3-2-77과 같은 인터폰을 차폐 러 박스 내부에 설치하 다.

5)차폐 러 박스 설계 제작

조사핵연료 융해장치 련 부속장치를 설치할 차폐 러 박스는 다음과 같

이 설계,제작하 다.

가)사용재료

차폐 러 박스의 제작 설치에 따른 사용 재료는 다음과 같다.

․납차폐체는 ASTM B2999.9% Pb를 함유한 순납 사용.

․라이 박스는 ASTM A240-TP304/KSSTS304스테인 스스틸 사용.

․납유리는 도 4.8g/cc이상 사용.

․도장재는 내방사선 에폭시,하도:IZ-197/상도:ET-562.

․체결 볼트류는 ASTM A193B8 는 동등한 재질 사용.

․가스켓 씰링류는 내방사성 재질 사용.

나)차폐 러 박스의 상세설계 제작

(1)차폐 러 박스의 사양

차폐 러 박스는 면,후면,좌측면,우측면,상부면,하부면의 6개 면으로

구성되며 각 면은 상호 볼트 체결 필요에 따라 용 으로 견고하게 체결할

수 있는 구조이다.

․차폐 러 박스는 조사핵연료 1.0g을 취 할 수 있는 충분한 차폐능을 갖

도록 제작한다.

․차폐 러 박스의 외형크기는 그림 3-2-78과 같이 폭 1,600mm x깊이 1,500

mm x높이 1,590mm 정도이다.

․차폐 러 박스의 납차폐체는 그림 3-2-79와 같이 두께 10mm의 철제

임에 80mm 두께의 납 주조방식으로 제작한다.

․차폐 러 박스 좌측면 후면 차폐체의 한 치에 유지 리용 도어를

설치한다.

․차폐 러 박스의 도어설치 부분에는 철제 덮개를 설치한다.

․차폐 러 박스의 도어 설치부분 공간은 아크릴 을 설치하여 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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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76.RemotecontrolswitchesforRH-600Hydrogendeterminator.

Fig.3-2-77.Soundreceiverandsenderforshieldedglove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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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78.Designdrawingforfabricationofshieldedglove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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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도어의 아크릴 에는 차폐 러 박스 유지 리 물품 반입,반출을 한

도어를 설치한다.

․좌측면 후면 도어 내 아크릴 에 각각 1 의 로 를 부착한다.

․차폐체 내부에는 스테인 스강으로 라이 박스를 설치한다.

․라이 박스 내부는 핵연료융해를 한 극로,정 울,진공청소기,시료

폐기물보 용기 기타 부속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

한다.

․라이 박스의 면에는 납유리 설치 구멍을 가공하고,좌측면 후면에는

도어설치 구멍을 가공한다.

․차폐 러 박스의 면에는 내부 투시 가능하도록 납차폐와 등가 차폐능의

납유리를 설치한다.

․차폐 러 박스 면에는 차폐체 내부에 설치된 기기 기타 장치를 원격조

작 할 수 있는 원격조정기 1 을 구비한다.

․차폐 러 박스의 총 량은 약 17톤 정도이다.

(2) 면 차폐체 사양

․ 면차폐체의 크기는 폭 1,600mm x높이 1,590mm x두께 100mm 이다.

․ 면차폐체의 한 치에 내부 투시용 납유리를 설치한다.

․납유리의 크기는 가로 500mm x세로 400mm이며,두께는 순납 70mm 등

가의 두께로 한다.

․ 면 차폐체에는 원격조종기 1 을 설치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납유리를 제외한 면차폐체의 무게는 약 2130kg정도이다.

(3)후면 차페체 사양

․후면 차폐체의 크기는 폭 1,600mm x높이 1,590mm x두께 100mm 이다.

․후면 차폐체에는 조사핵연료 융해로, 련 부속장치 차폐 로 박스의

유지 리용 문을 설치한다.

․후면 도어는 두께 10mm의 철제 임에 두께 80mm의 납 주조 방식으로

제작하고,납차폐체와 같은 차폐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후면 도어의 크기는 가로 630mm x높이 830mm x두께 100mm 이다.

․문의 개폐방식은 슬라이딩 구조로 하며,내부에는 투명한 아크릴 을 부착하

여 차폐 러 박스 내부 투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아크릴 의 한 치에 유지 리용 출입문을 가공하고, 로 1 을 부

착한다.

․후면 도어를 제외한 후면 차폐체의 무게는 약 1952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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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foreleadmolding

(b)afterleadmolding

Fig.3-2-79.Fabricationofashieldingpanelbyleadmolding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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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좌,우 측면 차폐체

․좌우측면 차폐체의 크기는 각각 1,500(폭)x1,590(높이)x100(두께)mm로 한다.

․우측면 차폐체에는 스크 어 터를 부착하여 고방사성 시료를 반입,반출할

수 있는 구멍을 가공한다.

․좌측면 차폐체에는 유지 리용문을 설치하고,문의 크기는 가로 430mm x

세로 610mm x두께 100mm로 한다.

․유지 리용문 내부에는 내부 투시가 가능하도록 아크릴 을 부착하고,아크

릴 의 한 치에 로 1 을 부착한다.

․좌측면 차폐체의 무게는 약 1949kg이고,우측면 차폐체의 무게는 약 2233

kg이다.

(5)하부면 차폐체

․하부면 차폐체의 크기는 가로 1,600mm x세로 1,500mm x두께 100mm

로 하고,하부면 차폐체에는 융해로 작동을 한 기,가스,냉각수 등이 통

과 할 수 있는 구멍을 가공한다.

․원격조종기로 하부면 차폐체에 설치한 융해로 련 부속장치를 용이하게

조 할 수 있는 보조 장치를 구성한다.

․하부면 차폐체의 무게는 약 1979kg이다.

(6)상부면 차폐체

․상부면 차폐체의 크기는 가로 1,600mm x세로 1,500mm x두께 100mm

이고 상부면 차폐체에는 등 설치용 원형홀, 기,배기 이 차압계

설치용 이 등을 설치한다.

․상부면 차폐체의 무게는 약 2317kg이다.

(7)납유리

․납유리의 도는 4.8g/cc이상이어야 하며,크기는 가로 500mm x세로

400mm x70mm 납(99.9%)차폐 등가 두께로 납차폐체와 같은 차폐능을 유

지하고, 면 후면에는 납유리 보호를 해 한 재질의 투명 보호막을

부착한다.

․납유리는 그림 3-2-80과 같이 스테인 스스틸 임 내부에 조립하며 단차

가공하여 공기의 설이 없도록 한다.

․납유리 부착 치는 운 자가 용이하게 차폐 러 박스 내부를 볼 수 있는

치로 하며 가능한 사각지 가 최소화 되도록 설치한다.

․납유리 부착 후 납유리 조립 임의 틈새는 실납으로 완 히 하고 실

리콘으로 마감처리 한다.

․납유리 임의 총무게는 약 336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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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80.Designdrawingforleadglass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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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라이 박스

․라이 박스는 4mm 두께의 헤어라인 처리된 스테인 스강 철 을 사용한다.

․라이 박스 내부에 핵연료융해를 한 극로,정 울,진공청소기,시료

폐기물보 용기 기타 부속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

한다.

․ 면에는 납유리 설치 구멍을 가공하고,좌측면 후면에는 도어설치 구멍

을 가공한다.

․라이 박스는 제염이 용이한 구조 형상으로 한다.

․라이 박스의 외부 크기는 그림 3-2-81과 같이 폭 1368mm x깊이 1268

mm x높이 1430mm의 크기이다.그림 3-2-82는 제작 인 라이 박스의 모

양이다.

․라이 박스는 극로 련 부속장치의 운 에 필요한 기,가스,수도

기타 유틸리티 라인을 설치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라이 박스의 유틸리티 통과 구멍은 방사선을 효율 으로 차폐할 수 있는 구

조로 한다.

․라이 박스 상부에는 내부 조명 필터를 설치할 수 있는 구멍을 가공한다.

․라이 박스 후면에 차폐 러 박스 유지 리용 도어 설치를 한 구멍을 가

공한다.

․라이 박스 좌측면에 극로 차폐 러 박스 유지 리용 도어 설치를

한 구멍을 가공 한다.

․라이 박스는 흡기,배기장치 필터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9) 스크 어 터

․차폐 러 박스의 우측면 차폐체에는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방사성 시료의

반입 반출이 가능한 스크 어 터를 설치한다.

․ 스크 어 터의 크기는 그림 3-2-83과 같이 가로 580mm x세로 610mm

x두께 200mm로 하고,기제작한 시료 이송용기와 착 합이 가능한 구조

로 한다.

․ 스크 어 터는 시료 이송용기를 장착하여 차폐 러 박스 내부,외부로 고

방사성 시편을 반입,반출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차폐 러 박스 우측면

외부의 정확한 치에 볼트체결 용 방식으로 부착한다.

․차폐 러 박스 우측면 벽에 설치되어 있는 텝을 이용하여 설치 할 수 있도

록 하며,시편 반입 반출 구멍과 스크 어 터의 구멍이 정확하게 일치

되도록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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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81.Designdrawingforliner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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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82.Linerboxunder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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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83.Drawingforcaskada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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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 어 터는 차폐 러 박스와 같은 차폐능을 갖도록 두께 10mm의 강

임에 납두께 80mm로 주조한다.

․ 스크 어 터 도어 작동부분의 차폐 이 완벽하게 유지되도록 제작하

고,도어 개폐 장치 조작이 용이하게 하며 안 장치를 구비한다.

․ 스크 어 터는 시료 이송용기와 결합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하고,도어

개폐 시 개폐로 이탈에 따른 도어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해 개폐제한 장

치를 부착하고,도어 시건장치를 하여 계자 이외에 개폐할 수 없도록 장치

한다.

․차폐 러 박스 우측면 차폐체 내부의 스크어 터 구멍 치에는 아크릴

재질의 원통형 차단문을 구성하여 이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0)차폐 러 박스 지지

차폐 러 박스 지지 (이하 지지 )는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제작한다.

․지지 는 차폐 러 박스를 지지하고,운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지지 의 크기는 그림 3-2-84와 같이 폭 1,600mm x깊이 1,500mm x높이

880mm의 구조물로 제작한다.

․지지 의 가로 폭의 크기는 차폐 러 박스 보다 크게 하여 필요할 경우

카버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지지 의 상부에는 두꺼운 철제 임을 격자형식으로 제작하여 20톤 이상

의 량을 지지 설치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지지 내부에는 차폐 러 박스 운 을 한 기 분 함을 설치한다.

․지지 의 면에는 개폐가 용이한 구조의 여닫이식 문을 부착한다.

․지지 의 좌측면 한 치에는 차폐 러 박스 내부로 기,가스,냉각

수,신호선 등 유틸리티 배 이 통과될 수 있는 구멍을 가공한다.

․ 극로 기타 배 이 완 히 조립된 후에는 틈새를 납으로 하는 구조

로 한다.

․지지 는 철 형강 자재를 사용하여 용 볼트체결 구조로 제작한다.

․지지 측면에는 먼지 이물질 유입을 방지 할 수 있는 덮개를 부착한다.

(11)지하보강 지지

차폐 러 박스 설치에 따른 건물 바닥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한 지하보

강 지지 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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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84.Drawingforbase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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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보강 지지 는 그림 3-2-85와 같이 차폐 러 박스가 설치되는 조사후시

험동 화학시험시설 7414호 지 의 지하 콘크리트 슬라 면을 지지하는 구조

로 설치한다.

․지하보강 지지 는 차폐 러 박스 련 장치 설치에 따른 무게(약 20톤)

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강도와 구조를 갖도록 제작,설치한다.

․지하지지 는 차폐 러 박스가 설치되는 정확한 치의 지하에 설치한다.

․지하지지 의 크기는 차폐 러 박스의 외부 크기(가로 1800mm x깊이

1700mm)를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갖도록 한다.

․지하지지 의 강도와 구조에 해서 시설 계자의 자문을 구한다.

․지하출입구의 크기를 고려하여 지하보강 지지 구조물을 제작 한다.

․지하지지 의 재료는 구조용 탄소강 KSD3566을 사용 한다.

․강 기둥은 두께 5.1mm,지름 139.8mm의 원통형 철재 기둥 9개를 등 간

격으로 설치한다.

․원통형 강 기둥에 횡 방향 보강재를 X자형으로 서로 연결하여 설치한다.

․원통형 강 기둥을 지하높이 약 1560mm에 맞게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

한다.

(12)원격조종기

차폐 러 박스에 설치되는 원격조종기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원격조종기의 품질등 은 SClass를 용하고,제작도면은 그림 3-2-86과

같다.

․X,Y 방향의 구동모터를 master손잡이에서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

조로 한다.

․X방향의 운동은 무부하 상태에서 당 3.5°이하로 가변할 수 있는 구조

로 하고,Y방향의 운동은 무부하 상태에서 당 4°이하로 가변할 수 있

는 구조로 하며,Z 방향의 운동은 무부하 상태에서 당 20mm 이하로

가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원격조종기를 인출 삽입할 때 slavearm은 sealthrutube와 일직선이

유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Master부분에는 master와 slave의 x,y,z운동에 한 counterweight와

balance장치를 부착하여 각 동작에 한 균형을 유지시킨다.

․Masterhandle은 mechanicalpistolgrip장치로서 ratchet를 이용한 grip의

잠 장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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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85.Drawingsforbasement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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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86.Designdrawingforbeat-gamma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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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종기는 masterarm에서 x,y,z,twist,azimuth elevationmotion을

slavearm에 1:1로 원활히 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원격조종기 slavearm이 수직인 상태에서 tong에 4.5kg의 하 이 작용 할

때 zmotion이 유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Slaveboom tube가 수직인 상태에서 loadhook을 사용하여 23kg의 하 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원격조종기 slavearm의 오염을 방지하기 한 bootingassembly를 설치한

다.

․원격조종기에 부착하는 부트는 주름 20개 이상이며 원격조종기의 크기에 잘

맞고 탈착 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원격조종기에 부착하는 부트는 차폐 러 박스 운 자가 용이하게 차폐 러

박스 내부를 투시할 수 있는 투명도를 유지한다.

․부트의 재질은 조명,부압,고방사선 등 차폐 러 박스의 환경 설치 기기

장치와의 등을 고려하여 내방사성 내마모성이면서 연신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원격조종기의 slave로부터 tong을 탈착 부착 할 수 있는 tong jaw

removalfixture를 구비한다.

(13)공기여과시스템

차폐 러 박스의 공기여과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제작한다.

․공기 여과 시스템은 기,배기 필터박스,fan,duct등으로 구성하여 핫셀 공

조시스템에 한 련법규의 기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 기 배기 구조는 차폐 러 박스 내에서 후면 우측 바닥으로 기되고

이와 각선 방향인 면 좌측 천정으로 배기되는 구조로 한다.

․ 기,배기 여과에는 HEPA필터를 사용한다.

․HEPA필터의 성능은 공기 유량 50m
3
/hr,여과효율 99.995%,압력하강 250

Pa을 만족하도록 한다,

․ 기,배기 등의 공조시스템에 damper,fan 차압계 등을 설치하고 차폐

러 박스의 최종배기는 DUPline에 연결한다.

․차폐 러 박스 내부에 설치되는 융해로의 최종 방출구는 HEPA filter에 직

연결되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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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폐 러 박스 설치 성능시험

가)차폐 러 박스 설치

(1)설치 비

(가)기존 러 박스 철거

차폐 러 박스의 설치 치는 그림 3-2-66의 조사후시험동 화학시험시설

7414호이다.동 실험실에는 그림 3-2-87과 같이 조사재료의 수소분석 핵분

열생성기체의 조성 동 원소 분포측정을 한 기기 기타 련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다.

신규 제작한 차폐 러 박스를 설치하기 해 조사재료의 수소화 측정 장

치가 설치되어 있는 기존 아크릴 러 박스를 철거하 다.기존 아크릴 러

박스 철거 시 실험실 바닥과 러 박스 주변에 필름을 덮어 오염 확산 방

지 조치를 한 후 제염 철거작업을 수행하 다.오염된 철 은 200리터 방

사성폐기물드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림 3-2-88과 같이 단하여 하 다.제

염,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은 철 하게 검하여 재사용 폐기물로

분류,처리하 다.기존 아크릴 러 박스를 철거한 7414호 실험실에 그림

3-2-89와 같이 차폐 러 박스 기타 부속장치를 설치할 아크릴 러 박스

의 설치 치를 확정하 다. 러 박스의 설치 치 결정에는 다음 사항을 고

려하 다.

․시료 이송용기의 근성,작업 공간,기존에 설치된 실험 ,기기 기타

련 장치 한 유지 리 실험실 출입문 개폐의 용이성.

․공기조화계통의 치.

․아크릴 러 박스 차폐 러 박스에 설치될 기기 간의 선,신호선,가

스 배 냉각수 배 등의 거리.

(나)차폐 러 박스 이동경로 지하보강

차폐 러 박스는 지지 ,라이 박스,납차폐체로 구성되어 있다.6면체로

조립된 납차폐체의 크기는 폭 1600mm x깊이 1500mm x높이 1600mm이

며 무게 약 17톤이다.차폐 러 박스가 설치될 화학시험시설 7414호는 화학

시험시설 인수구역 출입문에서부터 약 10미터의 거리에 있다.따라서 약 17

톤의 고 량 차폐 러 박스 이동경로를 따라 복도 7414호 실험실 지하부

에 그림 3-2-90과 같이 철제 지지 를 설치하여 보강하 다.이 철제 지지 는

이송작업 완료 후 철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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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87.Hydrogenanalysissystem installedin7414laboratory.

Fig.3-2-88.Cuttingofthecontaminatedsteelplatesfor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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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89.Layoutofshieldedgloveboxanditsaccessoriesin7414laboratory.

Fig.3-2-90.Supportsfortransportationofashieldedglove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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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폐 러 박스 설치면 지하보강

차폐 러 박스 련 장치 설치 후 차폐 러 박스의 체 량은 약

17톤 이상이 된다.이와 같은 고 량 구조물이 일정 면 에 장기 집 하 되

는 을 고려하여 시설 계자의 자문을 구하고 지하부를 그림 3-2-91과 같

이 보강하 다.

․지하보강 작업 치의 지하 높이는 약 1,560mm 정도이다.

․차폐 러 박스가 설치될 정확한 치의 지하부에 가로 1800mm x세로

1700mm의 설치 치를 표시하 다.

․차폐 러 박스 설치 작업 미리 설치 치의 지하에 지지용 철골구조물

을 설치하여 건물 바닥면을 보강하 다.

․차폐 러 박스 지지 안착 치와 동일선상의 콘크리트 구조물 바닥에 1

개당 30톤의 하 을 지지할 수 있는 9개의 원통형 철골구조물을 등간격으

로 설치하 다.철골구조물은 각 원통형 폴 상부에 달려 있는 스크류를 돌

려 바닥과 천장이 동일한 힘을 받도록 하 다.

․각 원통형 폴은 X자형 보강 임으로 상호체결하여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

다.

나)차폐 러 박스 설치

(1)인양 견인 장치 설치

7414호 실험실 입구에 도착한 차폐 러 박스의 실험실내 견인 인양을

해 그림 3-2-92와 같이 실험실 내부 상부보에 10톤 성능의 고정장치

체인블록을 설치하고,실험실 내부 바닥면에 인양을 한 고정장치를 설치

하 다.

(2)차폐 러 박스 반입

차폐 러 박스의 크기는 가로 1,600mm x세로 1,700mm x높이 1,650

mm 이며 량은 약 17톤 정도이다.조사후시험동 화학시험시설 북쪽 인수구역

출입문은 가로 1,650mm x높이 2,100mm 로 납차폐체 라이 박스 외부의

가장 작은 면에 비해 약 50mm 정도 크다.따라서 고 량의 구조물을 출입문

의 정 앙으로 정확하게 반입해야 한다.차폐 러 박스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반입하 다.

․차폐 러 박스 이송차량에서 조사후시험동 화학시험시설 북쪽 인수구역 출

입문 입구까지 지게차로 이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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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91.Basementsupportforashieldedglove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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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nchorfixing

(b)chainblock

Fig.3-2-92.Installationofanchorandchainblocsforliftingofshielded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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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구역출입문 정 앙으로 차폐 러 박스를 정확하게 투입하고 하부면에 4

개의 차를 삽입하 다.

․출입문턱을 통과할 수 있는 보조 받침 를 설치하고 건물 외부에서 지게차로

면서 건물 내부에서 소형 유압식 인양기로 보조 인양하여 출입문을 통과하

다.

․출입문 통과 후 그림 3-2-93과 같이 차폐 러 박스에 와이어를 체결하여

7414호 실험실 입구까지 체인을 당겨서 이동하 다.

․차폐 러 박스 와이어 인양기는 이동통로 복도 양쪽의 벽체에 고정하 다.

․차폐체 지지 는 유압식 이송용기로 설치 치에 반입하 다.

(3)차폐 러 박스 설치

실험실 입구에 도달한 차폐 러 박스의 실험실 내 견인 인양에는 체인블

록 와이어를 사용하 다.먼 차폐 러 박스 설치 시 이동장치로 사용할

지지 를 실험실에 반입하 다.고 량의 납차폐체는 차 와이어방식으로

실험실 내로 이동하 다.이동거리는 차폐 러 박스 인양을 한 체인블록이

설치된 지 까지이다.

․7414호 실험실 내부 첫 번째 상부보에 10톤 성능의 고정장치 체인블록을

설치하고,실험실 내부 동쪽 끝 바닥면에 인양을 한 고정장치를 설치하

다.

․차폐 러 박스를 10톤 성능의 체인블록 두 개가 설치된 지 까지 이동한 후

차폐체지지 높이 이상으로 인양하 다.

․상부면 상부보에 설치된 2개의 10톤 체인블럭으로 차폐체를 인양하 다.

․차폐체 바닥면에 50톤 성능의 유압실린더 4개를 설치하 다.

․그림 3-2-94와 같이 차폐체 100mm 인양 시 하부에 나무 받침 를 견고하게

받치면서 인양작업을 진행하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인양하여 차폐체가 900mm 이상 인양 되었을 때

지지 를 납차폐체 하부에 삽입하고 그 상부에 안착시켰다(그림 3-2-95).

․차폐 러 박스 지지 하부에 4개의 소형 차를 삽입 하여 차폐 로박스 설

치지 까지 안 하게 이동하여 안착시켰다.

․차폐체를 지지 에 안착한 후 실험실 주변을 정리하여 차폐 러 박스 설

치 치를 확보하 다.

․소형 유압식 인양기 기타 도구를 사용하여 차폐 러 박스를 설치 치에

정확히 안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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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93.Transportationofshieldedgloveboxintothecorridorofbuildingby

chainwirepulling.

Fig.3-2-94.Liftingofshieldedgloveboxbyinsertingwood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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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 러 박스 설치 치에 안착시킨 후 한 기구를 사용하여 지지 하

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 차를 제거하고 설치 치에 정확히 안착되도록 조

정하 다.

(3)부속장치설치

차폐 러 박스 지지 가 설치 치에 정확하게 안착된 후 여러 가지 부

속장치를 설치하 다.

(가)도어설치

․도어는 고 량물로 지게차 천정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안 하게 설치하

다.

․도어 하부에는 linearmotionguide& block을 설치하여 개폐할 수 있는 구

조로 하 다.

․후면 좌측면 유지 리 도어내부에는 그림 3-2-96과 같이 로 가 부착된

아크릴 을 부착하여 차폐 러 박스 내부 유지 리가 용이하게 하 다.

․조명등 카버를 지게차 천정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안 하게 설치하 다.

(나) 스크 어 터 설치

․시료의 반입,반출이 가능한 납주조 형태의 스크 어 터는 지게차 이

송 차로 반입하여 우측 차폐면에 설치하 다.

․ 스크 어 터는 시료 운반용기와 결합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하며,시

료 반입 반출을 한 개폐장치는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잠 장치를 하 다. 한,작업자 피폭 없이 시료의 반입 반출이 가능하

도록 설치하 다.

․ 스크 어 터가 부착되는 차폐 러 박스 내부에 그림 3-2-97과 같이 뚜껑

이 달린 아크릴제의 원통형 보조문을 부착하여 스크 외부 도어 개방 시

기와 차단 될 수 있도록 하 다.

(다)환기계통

․환기계통 filteringsystem은 inlet&outletfilterbox,fan,duct등으로 구성

하여 차폐 러 박스 내부의 기 배기 등 공조시스템을 련법규의 기

규정에 맞게 운 할 수 있도록 설치하 다.

․Inlet outletfilter는 HEPA filter를 사용하고 기 배기 등의 공조에

는 차압계 등을 설치하 으며,특히 극로 최종 방출구는 HEPAfilter에 직

연결되는 구조로 제작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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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95.Installationofshieldedgloveboxonthebase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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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utsideview ofdoor (b)Insideview ofdoor

Fig.3-2-96.Leftsidedoor.

Fig.3-2-97.Safetydoorforsampleholeofshieldedglove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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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let outletfilter는 차폐 러 박스 내부 외부에 각각 1개씩 2개/

의 필터로 구성하 고,유량조 밸 를 부착하여 흡기 배기 유량조 이

가능하도록 하 다.환기계통 배기구의 최종방출구는 DUPline에 연결하

다.

(라) 기 계장장치 설치

․라이 박스 내부 차폐 러 박스 외부의 한 치에 등,콘센트 등

기 계장장치를 설치하 다.

․ 러 박스 내부 조명은 그림 3-2-98의 LED 방식으로 하고,융해로 하부

극 부근의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집 조명이 가능한 보조조명

(Spotlamp)을 설치하 다.

․ 용량의 융해로 원은 복도 분 함에 220V,50A 용량의 이크를 설

치하고 그 원을 벽면에 인입하 으며,실험실 내 차폐 러 박스 후면 벽

에 220V,50A의 이크 릴 이로 구성된 분 함을 설치하 다.

․ 기장치는 지지 박스 내부에 설치하고 계장장치는 납유리 아래 부분에

작업자의 조작이 용이한 치에 설치하 다.

(마)원격조종기 설치

․원격조종기는 고 량이며 정 기기이므로 해체 운반 시 주의를 요한다.

․모의차폐 러 박스에 설치되어 있는 베타-감마형 원격조종기 1 을 해체

하여 지게차 이송 차를 이용하여 7414호로 운반하 다.

․원격조종기를 호이스트로 인양하여 면차폐체 상부에 설치하 다(그림

3-2-99).

․원격조종기를 각 치에 설치한 후 결합 부분의 각 틈새를 하고,부트

를 설치하 다.

(바)납유리 설치

․납유리 이동 설치 시 손에 주의해야 하므로 포장된 상태로 지게

차 이송 차로 반입한 후 설치 치에서 포장을 해체하여 설치 비를 하

다.

․차폐 러 박스의 주요 설치 작업이 완료된 후 지게차 천정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그림 3-2-100과와 같이 면 임에 납유리를 설치하 다.

․납유리 부착 후 틈새부분은 납실로 충진하고 실리콘 팩킹하여 마감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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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98.(top)LEDforlightingofshieldedglovebox,(bottom)spot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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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99.Installationofapairofbeta-gammamanipulator.

Fig.3-2-100.Installationofaleadglassonfrontside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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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핵연료 융해 시스템 설치

(1)핵연료 융해로 설치

(가)기기의 특성

사용후핵연료융해에는 수소분석기(LECO RH-600Hydrogendeterminator)

를 응용할 것이다.이 기기는 재료 시편의 수소 함량을 측정하는 정 분석기

기로 기기의 작동 분석결과를 처리하는 기기본체와 시편 융해로인 극로

(EF-500)로 구성되어 있다.시료는 헬륨분 기의 흑연도가니에서 고온 융해되

며 이때 방출되는 수소를 기기본체에 내장된 비분산형 외선 검출기로 측정

하게 된다.

(나)융해로의 특성

시료 용해를 한 융해로는 구리 재질의 상부 극(Upperelectrode) 하부

극(Lowerelectrode)으로 구성된 극로(LECO EF-500)이다.이 상부,하부

극 내부에 냉각수를 흘려주면서 극 사이에 흑연도가니(LECO 782-720,

Hightemperaturecarboncrucible)를 삽입하고 여기에 700A 이상의 고 류

를 인가하면 불활성기체분 기에서 수 내에 최고 3000℃까지 도달할 수 있

는 로이다.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시료 융해를 불활성기체융해라고 한다.

UO2융해 시 상되는 화학반응식은 다음 식과 같다[19].

UO2+C+M =UMC+CO.................................(3-2-8)

여기서

C:흑연도가니 성분

M: 속조연제

발생된 CO는 650
o
C의 CuO 칼럼에서 산화되어 CO2가 되며 이것은 알카리

흡수제에 의해 흡수 제거된다.그러나 크립톤,제논 등 핵분열생성기체는 운반

기체인 헬륨으로 운반,포집하여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에 사용하게 된다.

표 형 수소분석기(LECO RH-600)콘트롤 트와 극로(EF-500)이 일체형

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분석기기를 조사핵연료 융해에 응용하기 해 수소분

석기 본체 콘트롤 트와 극로로 분리,개조하여 그림 3-2-101과 같이 극로

부분만 차폐 러 박스에 설치하 다.차폐 러 박스에 설치된 극로에는

고에 지 감마선에 약한 자부품의 사용을 최소화하 으며 내방사선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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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01.Electrodefurnace(LECOEF-500)installedintheshieldedglove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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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융해로 설치

∙ 차폐 러 박스 내에서 원활하게 작동 할 수 있도록 극로의 각종 부품을 개

조하여 차폐 러 박스 내에 설치하고,수소분석기의 본체는 아크릴 러 박

스에 설치하여 상호 연결하 다.

∙ 원격조종기에 의한 운 을 용이하게 하기 해 극로 임의 높이를 약

7cm 정도 단하고 극 하부 네모서리의 받침 를 제거하 다.

∙ 극로 후면에 치한 원콘센트 냉각수 배 의 치를 극로 좌측면으

로 이동시켜 차폐 러 박스 후면 공간 활용을 용이하게 하 다.

∙ 극로의 좌우 철 을 제거하고 투명한 아크릴 으로 교체하여 기기 내부 상

태를 용이하게 검할 수 있도록 하 다.

∙ 극로와 제어장치에 상호 연결되는 가스배 은 차폐 러 박스 지지 의 좌

측면 라이 박스 내부 좌측면을 통과하여 swagelock타입으로 체결하

다.

∙ 가스배 에는 운반기체인 고순도 헬륨과 pneumatic기체인 질소가 통과하게

된다.가스배 의 기체 흡착을 방지하기 해 해연마된 1/8“스테인 스 스

틸 배 을 사용하 으며,1/8"튜 8개를 설치하고,기체 최종 방출구는 배기

헤 필터 속으로 직 연결하 다.

∙ 극로(EF-500)의 주 원 코드는 지름 약 19mm이며 용량의 류가 통과하

므로 선을 간 단선 없이 차폐 러 박스 지지 후면 철 라이 박스

후면 유틸리티 구멍을 통하여 직 연결하 다.

∙ 냉각수 배 은 내부에 철심이 든 내압호스를 사용하 다.

∙ 컴퓨터 신호선,정 울 신호선 등은 단선 없이 아크릴 러 박스의 좌측면,

차폐 러 박스 후면 라이 박스 후면 유틸리티 구멍을 통하여 연결하

다.

∙ 기기의 최 성능을 유지하기 해서는 수소분석기 본체와 극로(EF-500)의

거리는 183c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 고장수리 기기 유지 리를 용이하게 하기 해 EF-500하단 네모서리에

360도 회 가능한 소형 베어링을 부착하 다.

(라)융해로 부속품 설치

∙ 극로(EF-500)시료 투입구에는 0.1g이하의 작은 조사핵연료 편을 용이하

게 투입할 수 있는 깔때기형 투입구를 설치하 다.(그림 3-2-74(a))

∙ 극로(EF-500)청소시 먼지발생에 의한 오염확산을 막기 해 극로 하부

극(Lowerelectrode)모양에 맞게 테인 스 재질의 선반을 부착하여 극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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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발생되는 먼지가 부분 선반 에 집 되도록 하 다.

∙ 오염 확산 방지 선반의 앙 구멍 크기를 하부 극(lowerelectrode)상하 작

동 실린더의 외경에 정확하게 착하도록 제작하여 실험 재료의 낙하시 틈새

에 분실되지 않도록 하 다.

∙ 극로(EF-500)에는 오토크리 가 장치되어 있어 오토크리 의 상,하부에는

러시가 연결되어 있으며 작동 시 회 운동으로 상부,하부 극을 청소하

게 된다.

∙ 오토크리 는 진공청소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미세입자를 여과할 수

있는 필터가 내장되어 있다.

∙ 진공청소기에는 배기방향을 환 할 수 있는 환 밸 가 장치되어 있고,

환밸 는 원격조종기로 용이하게 환할 수 있도록 환막 를 장치하 으며,

진공청소기의 주름 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 를 설치하 다(그림 3-2-106

(좌)).

∙ 진공청소기 주름 끝에 그림 3-2-106(좌)와 같이 테 론 재질의 원형 아답타

를 부착하여 오토크리 부러시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 다.

(마)융해로 오링 원격 그리스 도포 기구 제작

융해로 작동시 하부 극(lowerelectrode)이 상부 극(upperelectrode)내부로 기

성을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결합되어야 한다.이러한 작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부 극 에 오링이 삽입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 주기 으로 그리스를

도포해야 한다.원격조작으로 하부 극(lowerelectrode)오링에 그리스 도포 작

업이 가능한 부속 기구를 다음과 같이 제작하 다.

∙ 그림 3-2-102는 원격그리스 도포기구 제작도면 제작 완성품의 모양이다.

∙ 원격그리스 도포기구는 테 론 재질로 제작하 다.

∙ 원격그리스 도포기구는 손잡이 부분 원통형의 도포 부분으로 분리되며 상

호간에 볼트로 체결하여 분리,결합이 가능하도록 하 다.

∙ 원격조정기로 취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만들었다.

∙ 원통형의 그리스도포 부분 내부에 그리스를 도포한 후 손잡이 부분을 원격조

종기로 잡아 하부 극(lowerelectrode)오링 부분에 그리스를 도포한다.

(바)도가니 시료 제거 도구 제작

핵연료융해로(EF-500)에 시료 투입시 경우에 따라 시료가 상부 극(upper

electrode)내부 시료 유도 내에 걸려 흑연도가니로 공 되지 않을 수 있다.

한 핵연료 융해(EF-500)실험시 융해물의 비산에 따라 흑연도가니가 상부 극

(upperelectrode)에 붙어 있을 수 있다.이때 시료 혹은 도가니를 원격으로 제거

할 수 있는 도구를 다음과 같이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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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 제거도구의 하부는 알루미늄 재질로 하고 원격조종기로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는 구조로 하 다(그림 3-2-103).

∙ 시료 제거도구의 상부에는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라스틱 튜 를 삽입하 다.

∙ 도가니 제거도구는 시료 제거도구와 같은 구조로 하 고 실험 후 흑연도가니

가 고온일 경우를 고려하여 라스틱은 사용하지 않고 부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하 다(그림 3-2-104).

∙ 시료 도가니 제거도구의 하부에 원격조종기 손잡이를 구성하여 용이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 다.

(사)작업보조 받침 설치

차폐 로 박스 내부 공간이 소하여 시료병 뚜껑 개 ,시료 무게측정,흑연

도가니 취 등 많은 작업이 정 울 설치 지역부근에서 이루어진다.원격조종

기에 의한 작은 시료병 흑연도가니의 취 공간을 확보하기 해 정 울

상부에 10mm 두께의 그림 3-2-105과 같은 아크릴 선반을 정 울 규격에

맞게 설치하 다.

다)기타 부품 설치

∙ 차폐 러 박스 내부에 그림 3-2-106(우)와 같이 시료 폐기물 보 함을 설

치하 으며,그림 3-2-107과 같이 시료의 무게를 0.0001g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정 울을 설치하 다.

∙ 정 울의 무게센서 부분과 디스 이 부분을 분리,개조하여 설치하 다.

무게 센서부분은 차폐 러 박스 내에 설치하 으며 디스 이 부분을 제거

한 면에 납 을 부착하여 방사선을 차폐하 다.디스 이부분은 별도 제

작한 이스에 넣어 그림 3-2-108와 같이 차폐 러 박스 면에 설치하 다.

정 울 신호선은 단없이 차폐체 외부 디스 이에 연결하 다.

∙ 차폐 러 박스 내 작동기기의 상태를 장감 있게 확인하기 해 그림

3-2-108와 같이 인터콤 장치를 설치하 다.

∙ 인터콤 송신기는 차폐 러 박스 내부에 설치하고 수신기는 차폐 러 박스

외부에 설치하 다.

∙ 추가로 재작한 “UP/DN”버튼을 차폐 러 박스 면 가까이에 부착하여 원

격조정기 작업 시 용이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장치하 다.

∙ 차폐 러 박스 면에 수소분석기의 주 원을 원격으로 “On/Off”할 수 있

는 원격조정 스 치를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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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3-2-102.(a)DrawingforremotegreasingofanO-ring,(b)Frontview ofaremote

greasingapparatus,(c)Insideview ofaremotegreasingapparatus.

Fig.3-2-103.A toolfor

sampleremoving.

Fig.3-2-104.A toolfor

crucibleremoving.

Fig.3-2-105.A shelfona

chemical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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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06.Vacuum cleaner(left)and Steelboxforsampleandwastestorage

(right)installedinshieldedglovebox.

Fig.3-2-107.Chemicalbalanceinstalledintheshieldedglovebox.

Fig.3-2-108.Controlswitchesandotheraccessoriesofthe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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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확산 방지 선반의 앙 구멍 크기를 하부 극(lowerelectrode)상하 작

동 실린더의 외경에 정확하게 착하도록 제작하여 실험 재료의 낙하 시 틈

새에 분실되지 않도록 하 다.

∙ 핵연료 융해 실험후 융해물이 들어 있는 흑연도가니를 일시 으로 보 할 수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임시보 를 핵연료 융해장치(LECO EF-500)왼쪽면

에 설치하 다.사용한 흑연도가니를 원격조종기로 용이하게 임시보 에

놓을 수 있도록 임시보 의 방향을 면으로 약 30도 경사지게 하 다.

∙ 작업보조 받침 설치

차폐 로 박스 내부 공간이 소하여 시료병 뚜껑 개 ,시료 무게측정,흑

연도가니 취 등 많은 작업이 정 울 설치 지역부근에서 이루어진다.원

격조종기에 의한 작은 시료병 흑연도가니의 취 공간을 확보하기 해

정 울 상부에 10mm 두께의 그림 8과 같은 아크릴 선반을 정 울

규격에 맞게 설치하 다.

라)시료보 병 받침 제작

잔류핵분열기체 측정용 조사핵연료 시료를 보 할 수 있는 시료보 병을 제작하

다(그림 3-2-109).조사시편은 붕괴열에 의해 시편의 온도가 높고 고에 지 감

마선을 방출하므로 시료보 병 제조 시 내열 내방사선을 고려하 다.

∙ 수소분석 시료인 조사핵연료 피복 은 은색이므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황동

재질의 시료 보 병을 제작하고,조사핵연료 편 시료는 검은색이므로 알루

미늄 재질의 시료 보 병을 제작하 다.

∙ 시료 보 병의 크기는 뚜껑 외경 22mm x높이 9mm,본체 외경 20mm x

높이 40mm로 제작하 다.

∙ 제작한 황동 재질 시료병의 평균 무게는 45.014g±0.142g,제작한 알루미늄

재질 시료병의 평균 무게는 13.730g±0.037g이었다.

∙ 시료보 병 뚜껑은 원격조종기에 의한 작업시 개폐가 용이하도록 외부를 요

철 처리하고 3회 시 개폐 가능한 구조로 하 으며,시료병의 몸통 뚜

껑에 번호를 조각하여 뚜껑과 몸통을 한 으로 사용하여 무게 측정시 오류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

∙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 혹은 수소분석 시 일회용 흑연도가

니를 사용한다.차폐 로 박스 내에서 흑연도가니를 지지할 수 있는 받침

를 제작하 다(그림 3-2-110).

∙ 사용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고려하여 흑연도가니 받침 는 두꺼운 종이로

제작하 으며 20개의 흑연 도가니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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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09.Samplingbottles.

Fig.3-2-110.Disposable support for a graphite

cruc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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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조사핵연료 조각 시료채취 도구 기타 보조장치 제작

(1)조사핵연료 조각 시료채취 도구 제작

조사핵연료 채취를 해 단한 조사핵연료 으로부터 조사핵연료와 피복 을

유압 스로 분리하게 되며 이때 조사핵연료가 작은 조각으로 부서진다.작은

조사핵연료 조각을 용이하게 시료병에 투입할 수 있도록 부품을 제작하 다.

∙ 그림 3-2-111는 조사핵연료 조각을 용이하게 시료병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제작

한 깔때기 시료병 고정 이다.

∙ 깔때기는 유리로 제작하 으며 조사핵연료 편 투입시 시료병의 뚜껑을 열고

그 상부에 깔때기를 치시킨다.

∙ 시료병 고정 는 스테인 스 스틸로 제작하 으며 가운데 구멍이 있는 원통형

모양으로 가운데 구멍은 시료병이 용이하게 출입 가능한 크기로 제작하 다.

∙ 시료 보 병의 뚜껑을 연 후 고정 앙에 시료 보 병을 놓고 다시 그 상부

에 깔때기를 치시킨 후 깔때기를 통하여 조각 시료를 시료보 병 내부로 투

입한다.

(2)보조펜 작업 받침 설치

조사핵연료 융해시스템은 제어장치(mainbody) 극로(electrodefurnace)

로 구성되어 있다.조사핵연료 융해장치인 극로는 차폐 로 박스 내부에 설

치되어 있고 제어장치 기체포집 장치 등 비방사성 취 장치는 투명 아크릴

재질의 로 박스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아크릴 로 박스 내부를 음압으로

유지하고 공기를 배기시키기 해 차폐 로 박스 배기와 공통 연결되어 있으나

보다 높은 음압 유지와 공기 순환효율을 높이기 해 보조 펜을 설치하 다(그

림 3-2-111~113).

차폐 로 박스 면에서 원격조종기 작업시 차폐 로 박스 내부 바닥 투시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해 작업 받침 를 설치하 다(그림 3-2-114).알루

미늄 로 일에 3mm 두께의 스테인 스 을 사용하 으며 크기는 가로 1760

mm x세로 8700mm x높이 140mm로 하 다.작업 받침 는 필요시 이동할

수 있도록 네모서리에 고정 이동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하 다.

고 량의 조사핵연료 이송용기 운반시 실험실 문턱을 용이하게 넘을 수 있는

두께 5mm의 스테인 스 스틸을 사용하여 가로 800mm x세로 979mm되게

문턱받침 를 제작하 다.문턱 높이 경사 각도에 맞게 가운데 부분을 높

으며 양쪽에 손잡이를 가공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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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1. Sampling tools for

fragmentsofanirradiatedoxidefuel.

Fig. 3-2-112. Fan

connection to an acryl

glovebox.

Fig.3-2-113.A separatefan

foranacrylglovebox.

Fig.3-2-114.Bottom support.

Fig.3-2-115.Asamplingbo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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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료포집병 제작

조사핵연료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의 정량분석을 해 조사핵연료 융해 시

방출되는 기체를 일정 크기의 용기에 정량 으로 포집해야 한다.조사핵연료 융

해시스템의 운반기체 유량(450cc/min) 포집시간(2분)을 고려하여 내용 약

1000cm
3
의 용기를 구매하여 다음과 같이 표 검증된 시료포집병을 구성하 다.

∙ 스테인 스 스틸 재질의 내용 약 1000 cm
3
인 시료포집병(Parker

DOT-3A-1800)을 구매하여 양단에 진공밸 를 부착하고 한쪽 끝에는 오링

타입 KF 지를 연결하 다(그림 3-2-115).

∙ 시료포집병의 내용 을 한국표 과학연구원에 의뢰하여 부피계의 교정 차

(C-05-1-0050-2000)에 따라 수용부피로 측정 교정하 다.

∙ 시료포집병 내용 은 23℃에서 1030.59±0.23cm
3
(K=2,신뢰수 약 95%)로 측

정되었다.

∙ 표 검증한 시료포집병을 기 으로 하여 사 극자질량분석기 기체주입장치의

내용 을 측정하 다.

∙ 헬륨을 충진하여 측정한 결과 사 극자질량분석기 기체주입장치 내용 은 23

℃에서 571.81±0.23cm
3
(K=2,신뢰수 약 95%)로 측정되었다.

(4)기체 혼합장치 제작

조사핵연료 융해시스템의 운반기체 헬륨과 핵분열생성 크립톤 제논 상호간의

큰 질량차에 따른 분리에 의해 포집기체 조성의 균질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포집기체를 혼합 할 수 있는 기체 혼합장치를 다음과 같이 제작하 다.

∙ 기체 혼합장치의 체 크기는 폭 640mm x깊이 230mm x높이 198mm

(그림 3-2-116)로 기체 혼합장치 포집병을 서로 마주보는 한 의 롤러에 올려

놓고 회 혼합하는 장치이다.

∙ 모터 원은 220V이며 1 의 모터로 2 의 롤러를 200rpm으로 회 가

능하며 속도조 기능을 갖추었으며,회 시 포집병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하여 실린더에 실리콘 재질의 오링을 나선형으로 설치하 다.

∙ 천공포집 핵분열기체 시료는 내용 약 20cm
3
의 시료포집병에 포집한다.따

라서 작은 시료포집병을 내장하여 혼합할 수 있는 테 론 재질의 부속용기를

갖추었다(그림 3-2-117).

(5)간이 이송용기 부속품 제작

시료의 방사선 가 낮거나 미량의 방사성 시료를 실내,외로 용이하게 운반

할 수 있는 간이 이송용기 부속품을 다음과 같이 제작하 다.

∙ 두께 3.5mm의 스테인 스 스틸(STS304)격자에 납 주조 방식으로 납 두께

37mm의 원통형으로 제작하 다(그림 3-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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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 크기는 외경 210mm x내경 124mm x높이 180mm,받침 크기는

길이 350mm x폭 350mm x높이 50mm로 하고, 스크 받침 하부에

실외 운 이 가능한 크기의 우 탄 바퀴 4개를 부착하 다.

∙ 스크 뚜껑도 납 주조방식으로 제작하 으며 내부 돌출형의 스크 내경에

정확히 착되는 구조로 하여 차폐손실을 방지하 고,필요시 카터와 스크

를 분리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 다.

∙ 알루미늄(Al6065) 스테인 스 스틸(STS304)튜 를 사용하여 조사핵연료를

반출입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체길이 1184mm의 텅을 제작하고(그림

3-2-119),방사성 시료를 원거리에서 용이하게 취 할 수 있게 원터치 방식으

로 제작하 다.

바)아크릴 러 박스 콘트롤 트 설치

(1)아크릴 러 박스 설치

차폐 러 박스에 설치되는 기기의 콘트롤 트 기타 장치 설치를

한 아크릴 러 박스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 다.

∙ 선,신호선,가스 냉각수 등 유틸리티 배 을 짧게 하기 해 아크릴

러 박스를 가능한 차폐 러 박스의 좌측면 가까이에 설치하 다.

∙아크릴 러 박스 내부 각 면을 실리콘으로 하여 설을 방지하 다.

∙아크릴 러 박스 상부에 inlet outletfilter를 설치하 다.

∙필터는 HEPA 필터를 사용하 으며 아크릴 러 박스 내부 외부에 각각

한 씩 2개의 필터를 설치하 다.

∙Inlet outletfilter의 끝에 밸 를 부착하여 공기 유량을 조 할 수 있도록

하 으며,Outletfilter의 끝은 DUPline에 연결하 다.

∙아크릴 러 박스 면 앙부에는 내부 차압을 확인 할 수 있는 차압계를

설치하 고, 면에 로 1 을 부착하 다.

∙아크릴 러 박스 내,외부에 220V 110V멀티콘센트를 설치하 다.

∙아크릴 러 박스와 차폐 러 박스 사이의 선,가스배 ,신호선 등은 아

크릴 러 박스 좌측면 혹은 후면 포토를 통하여 연결하고 하 다.

(2)콘트롤 트 기타 부속장치설치

∙차폐 러 박스 컴푸터와 연결되는 모든 유틸리티라인의 길이를 가능한

짧게 하기 해 그림 3-2-120와 같이 수소분석기 본체를 아크릴 러 박스 내

부의 우측에 설치하 다.

∙기타 부속장치는 수소분석기의 좌측에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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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16.Agasmixer. Fig. 3-2-117. Accessories for a

samplingbottle.

Fig.3-2-118.Asmallcask.

Fig.3-2-119.A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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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분석기의 최종 방출구는 기체포집병에 swagelock타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 다.

∙기체포집병의 방출구 bypassline은 "T"자로 연결하여 차폐 러 박스의

최종 방출구 HEPAfilter로 연결하 다.

∙최종 방출라인은 실제 조사핵연료 실험 시 오염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크릴 러 박스 내부,외부로 통과하는 기,신호,가스배 등 모든 유틸

리티라인은 아크릴 러 박스 후면 좌측면에 가공되어 있는 구멍 혹은 배

을 통하여 연결하 다.

사)성능검사

(1)공기조화계통 성능

차폐 러 박스의 흡기 배기라인에 내부,외부 각 1 의 HEPA filter를

설치하 으며 외부 HEPA filter 단에 유량조 밸 를 설치하여 유량을 조

할 수 있도록 하 다.배기라인의 외부 HEPA filter에는 별도의 팬을 설치하여

필요시 강제 송풍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팬 후단은 Deep underpressure

line(DUP)에 연결하 다.이 DUPline의 단에 별도의 밸 가 부착되어 있다.

차폐 러 박스 내 기기의 콘트롤 트 기타 부속장치가 설치된 아크릴

러 박스도 차폐 러 박스와 마찬가지로 HEPA filter를 설치하고 DUPline

에 연결하 다.이 DUPline의 단에 별도의 밸 가 설치되어 있다.그러나

아크릴 러 박스에는 송풍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차폐 러 박스의 흡기구와 배기구를 완 히 열고 DUPline에 연결하 을

때 차폐 러 박스 내부의 부압은 약 50mm H2O를 유지하 다. 한 송풍기

를 작동시켰을 때 차폐 러 박스 내부의 부압은 약 60mm H2O로 10mm

H2O정도 증가하 다.

(2)조명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방사성 시료를 취 하는 차폐 러 박스의 조명은

조도가 좋고,사용수명이 길며,발열량이 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조명에는

다이오드를 이용한 lightemittingdiode(LED)방식을 채용하 다.LED 조명의

수명은 약 35000시간으로 백열등이나 삼 장 등에 비해 수명시간이 약 20배 이

상 길며 하루 8시간 사용 시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한 LED 조명은 발

열량이 어 차폐 러 박스와 같은 좁은 공간에서 연속 조명 시 온도상승의

염려가 없다.



- 349 -

Fig.3-2-120.RH-600Hydrogendeterminatormainbodyanditsaccessoriesinstalled

intheacrylglove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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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 러 박스 내 라이 박스 천정에 그림 3-2-121과 같이 국산 LED조명

등인 EZ LED-Full-A type2 를 설치하 다.이 LED 조명등 1 는 11개의

LED로 구성되어 있으며,차폐 러 박스 상부에서 교환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2개의 조명등을 켰을 때 납유리를 통하여 차폐 러 박스 내부의

모든 조작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조도를 유지하 다.

(3)원격조종기

차폐 러 박스에 설치한 베타-감마형 원격조종기 1 은 차폐 러 박스

내 모든 원격조작에 사용된다.이 원격조종기에는 주름 20개의 비닐부트가 부

착되어 있다.차폐 러 박스의 부압 유지 시 이 비닐 부트가 팽창하여 원격

조종기의 오염을 방지하게 된다.차폐 러 박스의 배기구를 공기조화 계통에

연결하 을 때 비닐 부트가 정상 으로 팽창되었다.차폐 러 박스 내 주요

설치 기기 장치는 극로,진공청소기,정 울,시료 폐기물 보 용기

이다.차폐 러 박스 내 주요 작업은 시료 폐기물의 반입,반출,무게 달

기, 극로로 시료 투입,흑연도가니 취 , 극로 청소,진공청소기 작동 기

타 차폐 러 박스 유지 리에 한 작업이다.이러한 작업은 차폐 러 박스

에 설치되어 있는 한 의 베타-감마 원격조종기로 수행된다.

차폐 러 박스 내에 기기 장치가 설치된 상태에서 원격조종기 작동 결

과 왼쪽 원격조종기는 수직상태로 상부 작동 시 면에 설치된 극로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오른쪽 원격조종기는 차폐 러 박스 내 상,하,좌,우 작업범

가 만족할 수 있는 수 이었다.차폐 러 박스 내 주요 작업은 오른쪽 원

격조종기에 의해 수행되며 왼쪽 원격조종기는 보조 역할을 하게 된다. 원격조

종기가 근 할 수 없는 공간에 한 작업은 보조기구를 사용할 정이다.

원격조종기의 높이(elevation),방 각(azimuth),비틀림(twist)의 조정 상

하 이동(Z-motion)이 정상 으로 작동되었다. 한 주부(master)움직임에 따라

종부(slave)가 x,y,z방향으로 1:1 응하여 동작되었다.구동 모터에 의한 x

방향 작동결과 주부(master)를 기 으로 종부가(slave)가 좌우로 15
o
까지 회 되

었다.Y방향으로도 구동모터에 의해서 통튜 (thrutube)를 기 으로 slave

가 수직에서 수평까지의 범 로 작동되었다.

집게(tong)는 2.5kg의 량을 취 할 수 있으며 6cm 이상 벌릴 수 있다.

집게의 잠 과 풀림을 주부 손잡이에서 라체트로 on/off할 수 있다.원격조종

기 제작 사양에 의하면 주부와 종부의 높이 각도는 +35
o
에서 -135

o
이상,비틀

림 각도는 ±350
o
이상,방 각(azimuth)각도는 ±175

o
이상이며 mastertube는

그 상부의 힌지를 기 으로 ±60
o
각도로 회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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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21.Lightemittingdiodesinstalledontheroofoftheliner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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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폐능검사

차폐 러 박스의 설치완료 후 선원을 사용하여 차폐 러 박스 각 면

의 차폐능 검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가)차폐능 검사 차

차폐능 검사는 차폐 러 박스에 모든 장치들이 설치되고 베타-감마형 원

격조종기에 부트를 부착한 후 상태에서 실시하 다.차폐능 검사 차는

다음과 같다.

․검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확인하고 검사에 필요한 치구 방호장비를

비한다.특히 검사 장소에는 방사선 구역임을 표시하고 검사자외 일반인

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차폐능 측정용 선원은 고선량의 감마선원이므로 취 에 주의해야 하며

선원 개폐 조작은 1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원격 조작해야 한다.

․차폐 러 박스의 모든 개구부를 닫는다.

․차폐 러 박스의 면,좌우측면,하부면,후면 상부면을 그림 3-2-122(a)

과 같이 약 30x30cm 간격으로 구획하여 측정 치를 표시한다.

․ 선원의 가이드라인 끝 부분을 차폐 러 박스의 유틸리티 구멍을 통해

어 넣는다.

․약 10m 떨어진 치에서 원격조종기로 Ir-192가 들어있는 차폐체 셔터를

열고,Ir-192선원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러 박스 내부의 시료 치까지

어 넣는다.

․먼 선원을 차폐 러 박스 내부 앙 치에 놓는다.

․이 상태에서 러 박스 외부 측정 표시면을 그림 3-2-107(b)와 같이 검사장

비(엑스/감마 서베이미터)로 측정한다.

․각 검사부 에서 5 이상 정지 상태에서 선량값을 측정한다.

․납유리 부착 임,유지 리용 도어, 스크 어 터 주변 유틸리티 개

구부 등 틈새 부분에 해 측정 횟수를 높인다.

․ 앙부분에서의 측정이 끝나면 선원을 가능한 차폐 러 박스 표면에

가까이 치하여 표면선량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천정면은 선원을 원격조종기의 최고 높이까지 올려 천정면의 차폐능을

측정한다.

․측정이 끝난 후 원격조종하여 Ir-192 선원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차폐체

에 넣고 셔터를 닫은 후, 러 박스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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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차폐능 검사 결과

차폐 러 박스의 차폐능은 연소도 50GWd/mtU,냉각시간 3년인 조사핵

연료 1.0g(1Ci)이 러 박스 내부에 있을 때 러 박스 외부의 모든 표면

에서 표면선량이 2.5mR/h이하이어야 한다.차폐해석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차폐능을 유지하기 해서는 스틸 임에 70mm의 납 두께

가 요구되었다.본 차폐 러 박스의 차폐면은 두께 10mm의 철제 임에

납 두께 80mm가 되도록 주조하 다.차폐 러 박스 주요부분의 차폐능 측

정결과를 표 3-2-43에 나타내었다.

Table3-2-43.Gammasurveytestfortheshielded gloveboxwith
192
Ir

sourcecontactedonthesurfaceoftesting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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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asurementpoint

(b)gammasurveytest

Fig.3-2-122.Testingofshielding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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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 러 박스의 건 성 평가 정은 각 검사 부 별 표면선량 측정값

을 기 으로 하며 합격기 은 다음과 같다.

․검사선원을 차폐 러 박스 내부 앙에 두고 각 차폐면에 해 측정한 표

면선량값이 2.5mR/hr이하 이어야 한다.

․검사선원을 차폐 러 박스 내부 벽면에 붙인 상태에서 각 차폐면에 해

측정한 표면선량값이 20.0mR/hr이하 이어야 한다.

․약 50Ci의 Ir-192 선원을 착한 상태에서 차폐능 측정결과 원격조종기

부착 튜 납유리 부분에서 15.0mR/hr～ 19.5mR/hr로 높게 측정되

었으나 기 이하로 검출되었다.그러나 사용한 선원이 50Ci인 을

감안하면 충분한 차폐능을 가지는 것으로 단된다.

․약 50Ci의 Ir-192 선원을 차폐 러 박스 앙부에 치하 을 때 각

차폐면에서 합격기 인 2.5mR/hr이하로 검출되었다.

․따라서 차폐 러 박스의 차폐능은 설계 사양을 만족한다.

(다)핵연료융해시스템 성능

차폐 러 박스 아크릴 러 박스 내에 핵연료 융해시스템으로 응용할

수소분석기(LECO RH-600Hydrogendeterminator), 극로(LECO EF-500)

기타 부속장치 설치 완료 후 기기의 성능을 검하 다.

․설치 완료한 핵연료융해시스템은 그림 3-2-123과 같다.

․기기제작사에서는 수소분석기 본체와 극로 사이의 간격을 183cm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 다.

․따라서 아크릴 러 박스와 차폐 러 박스에 설치된 수소분석기(LECO

RH-600) 극로(LECO EF-500)의 원 공 이블 신호선은 단선 혹

은 연장선을 사용하지 않고 기기제작회사에서 공 한 것을 그 로 사용하

다.

․그러나 가스배 ,냉각수 배 컴퓨터 통신 이블은 기기의 설치 치상

연장선을 사용하 다.

․가스배 은 유니온을 사용하여 배 하 으며 통신 이블은 연장 shielding선

을 USB연결 커넥터로 연결하 다.

․기기의 주 원은 차폐 러 박스 면 납유리 우측 하부의 원격 스 치를

통하여 릴 이로 공 되도록 하 다.

․따라서 아크릴 러 박스 내부에 설치된 수소분석기(LECO RH-600)본체 우

측 후면의 주 원 이크는 항상 “On”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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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23.Thefusionsystem ofspentfuelinstalledin7414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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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 질소를 공 한 상태에서 차폐 러 박스 면 납유리 우측 하부에

설치된 원공 스 치를 러 원을 공 하고 수소분석기(LECO

RH-600)를 약 4시간 열한 후 기기의 성능을 검하 다.

․운반기체인 헬륨의 유량은 450mL/min으로 정상이었다.

․차폐 러 박스 면 납유리 우측 하부에 설치된 "UP/DN"스 치 조작에

의해 시료 투입구 개폐,lowerelectrode작동 오토크리 작동이 순차

으로 정상 작동되었다.

․차폐 러 박스 후면에 설치된 chiller에 원을 넣고 극로에 냉각수 통과

시 기포 발생이 없으며 정상 인 냉각수 흐름을 보 다.

․기기작동 차에 따라 Lowerelectrode에 흑연도가니를 올리고 극로 가동

시 분석설정 명령에 따라 outgassing950A,1회 15 간 2회 수행하 으

며 analyzing750A를 나타내었다. 한 integration시작 약 33 후 바탕

값 “0”으로 정상작동 되었다.

․ 극로에 시료 투입과 동시에 미리 진공 배기한 내용 약 1000cm
3
의 시료

포집병을 열고 140 간 시료 포집 시 수소분석기가 계속 정상 으로 작동

하 다.

7)운 차

가)시료 비

(1)시료 선정

사용후핵연료는 고 방사성시료로서 핫셀의 제한된 구역에서만 취 가능

하며 시료의 이력이 매우 복잡하고 시료 획득이 용이하지 않다.이와 같은 고

방사성 시료를 상으로 한 시험 혹은 실험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조사핵연료 련 실험계획 시 실험 목 에 합당하며 잘 정의된 시료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을 한 시료 선정 시 핵연료의 조성,농축도,원자

로의 종류,연소도,연소주기,냉각시간 등 핵연료 특성 연소이력이 확실한

핵연료 을 선정해야 한다. 한 실험결과의 상호 연계 활용을 해서는 선정

한 동일 핵연료 에 해 조사핵연료 내 잔류 핵분열생성기체 측정과 함께 핵

연료 내 방출 핵분열생성기체 측정,Micro-XRD 측정 LA-ICP-MS측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핵연료 내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특성은 핵연료의 연소도,조사온도,농

축도 조사특성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압경수로형 핵연료

의 장은 약 4m가 되며 핵연료 의 축방향 치에 따라 연소도 조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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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다를 수 있다. 한 1개 조사핵연료 소결체 내에서도 반경방향에 따라 다

른 연소특성을 보일 수 있다.따라서 1개 핵연료 의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

열생성기체 분포특성을 규명하기 해서는 핵연료 의 축방향 치 1개 조

사핵연료 소결체의 반경방향에 따라 한 방법으로 시료를 선정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차폐 러 박스 그 내부에 설치한 장치의 운 에 한 것

이므로 상세한 시료 채취계획에 한 기술은 유보한다.

(2)시료 비

시료의 특성상 조사핵연료 내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특성을 규명하기 해

가능한 은 양의 시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사 극자질량분석기의 성

능 조사핵연료 내 잔류 핵분열생성기체의 상농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핵연

료 사용량을 약 0.01～0.10g정도로 계획하 다.사용후핵연료는 고온,고압의

원자로 환경에서 조사되면서 핵연료피복 에 완 히 합되어 있다.잔류핵분

열생성기체 측정을 한 시료 비 시 일단 핵연료 을 단한 후 그 내부의

조사핵연료 시료를 채취한다.이 때 마이크로 단기를 사용하게 된다.따라서

마이크로 단기에 사용하는 톱의 최소 두께 원격조종기에 의한 취 한계

등에 의해 시료의 최소 크기가 제한된다.시료 비 시 피복 이 합되어 있

는 최외부를 제거한 후 목 하는 시료의 무게를 고려하여 그림 3-2-124와 같이

조사핵연료 소결체의 심,가운데 최외부의 3개 역으로 나 어 시료를

단한다.

단한 시료는 단 과정에서 사용한 냉각수가 조사핵연료 자체붕괴열에 의

해 건조되도록 방치해둔다. 단한 시료가 완 히 건조되면 미리 무게 달아둔

알루미늄 재질의 소형 시료 용기에 담고 뚜껑을 닫는다.이 시료용기에는 시료

를 확인 할 수 있는 표시를 미리 해두어야 한다.이 게 비한 시료를 비닐팩

에 하여 보 한다.

나)시료이송

차폐 러 박스의 차폐능 7414호 실험실의 환경을 고려하여 1회 시험에

한 양의 시료를 이송해야 한다.본 차폐 러 박스의 차폐능은 사용후핵연

료 1.0g기 으로 설계,제작되었다.가능한 1회 이송량을 0.5g이하로 유지하

도록 한다. 한 이송한 시료는 최 한 빨리 측정을 끝내고 그 폐기물을 다시

조사후 핫셀로 이송하여 폐기한다.

(1)이송용기의 운반(이송용기보 지 -PIEF인터벤션구역(8000구역))

․인터벤션 구역 출입구에서부터 시료를 반출할 납핫셀 입구 바닥까지 오염 확

산방지용 비닐필름을 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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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24.SamplingpositionsofanirradiatedUO2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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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용기가 복되지 않도록 이송용기의 상하 높이조 용 승강 핸들을

돌려 운반용기의 높이를 낮추고 용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채운다.

․이송용기의 면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비닐필름으로 착하여 오염

확산을 방지한다.

․조사후시험시설 인터벤션 구역에서 화학시험시설 이송경로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하고,문턱 이월 받침 를 설치한다.

․이송용기를 인터벤션 구역의 납핫셀로 이송하는데 이때 이송용기가 고 량이

므로 신 하게 이동해야 하며 특히 문턱 이월시 안 에 주의한다.

(2)이송용기와 핫셀의 결합

․이송용기를 인터벤션 구역의 핫셀에 정확하게 조 하여 치시킨다.

․이송용기를 핫셀 합부에 속시키고 결속용 볼트를 체결하여 잘 합시킨

다.이때 작업자의 차폐 안 성을 확보하기 해 합부에서 미세한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한 거리를 유지한다.

․이송용기를 속한 후 시료 수납 바스켓 를 이송용기에 결합시킨다.

․먼 이송용기의 도어를 열어본다.이때 이송용기 도어의 안 핀이 완 히

핫셀 합부에 정확하게 하여 려있지 않으면 도어가 열리지 않는다.

․도어가 열리지 않으면 이송용기를 다시 잘 조 하여 핫셀 표면에 정확하게

합되도록 해야 한다.

․이송용기의 도어를 연 후 핫셀 도어를 연다.핫셀 도어에는 열림 제한 안

장치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도어의 무게가 고 량이므로 속면 이탈시

안 사고가 날 수 있다.

․이송용기 핫셀의 도어가 열렸으면 이송용기의 시료 수납 바스켓 를

천천히 핫셀 내부로 어 넣는다.

․시료수납 바스켓이 핫셀에 도달하면 핫셀 작업자는 원격조종기를 이용하여

비닐팩에 보 되어 있는 시료를 그 로 수납용기에 올려놓는다.

․이송용기에 시료 수납이 완료되면 를 천천히 당겨 이송용기 내부로 반입

한다.

․시료가 이송용기에 완 히 반입되면 먼 핫셀의 도어를 착하여 닫는다.

․핫셀 도어를 닫은 후 시료 이송용기의 도어를 완 히 착하여 닫고 이송용

기의 도어 이동 을 어서 제 치에 결합시킨다.

․도어가 완 히 닫힌 후 이송용기에 체결된 볼트를 해체하여 이송용기를 합

부로부터 분리한다.

․시료 수납 를 분해하여 보 하고 시료 이송용기를 인터벤션 구역 복도로

이송한다.



- 361 -

․이송용기에 시료가 수납된 상태에서 이송용기 각 부분 특히 도어 부분에

해 표면선량을 측정하여 방사선 설여부를 확인한다.

․오염 확산 방지를 해 이송용기 표면에 부착한 착비닐을 제거하고 각

부 특히 핫셀 부 를 제염한다.

․이송용기 각 부 를 스미어 테스터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시

제염한다.

(3)시료운반(인터벤션 구역에서 7414호 실험실)

․이송용기의 상,하 높이 조 핸들을 돌려 이송용기 스크의 높이를 최 한

낮추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시료 반입을 한 이송용기 운반 차의 역순으로 이송용기를 7414호 실험실

로 이송한다.

․이송용기 내에 고방사성시료인 사용후핵연료가 들어 있으므로 안 사고

방사선안 리에 특히 유의한다.

(4)차폐 러 박스로 시료 반입

․이송용기를 7414호 차폐 러 박스 우측면의 스크 어 터에 정조 하여

치시킨다.

․이송용기 바퀴의 잠 장치를 잠 치로 놓는다.

․이송용기의 스크 높이 조 용 핸들을 돌려 스크의 높이를 차폐 러 박

스 스크 어 터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맞춘다.

․이송용기의 Y축 핸들을 조 하여 스크를 스크 어 터에 착시킨다.

․이때 이송용기 스크와 스크 어 터가 정확하게 일치해야한다.

․필요하면 이송용기의 X축 조 핸들 틸트 장치를 사용한다.

․이송용기 스크와 스크 어 터가 착되면 결속용 볼트를 체결하여 이송

용기 스크가 스크 어 터에 완 히 착되도록 한다.

․이송용기의 시료 시료수납 바스켓 를 연결한다.

․이송용기 스크 어 터 도어 받침 를 풀어 수평으로 한다.

․먼 스크 어 터 도어를 조심스럽게 연 후 이송용기의 스크 도어를 연

다.

․만약 이송용기의 스크 도어가 잘 열리지 않으면 스크 어 터의 도어를

닫고 다시 이송용기 스크와 스크 어 터가 정확하게 합되도록 한다.

․원격조종기로 차폐 러 박스 스크 어 터 내부의 아크릴원통형문을 연다.

․시료 를 천천히 차폐 러 박스 내부로 어 넣는다.

․원격조종기로 시료 수납 바스켓에 있는 시료를 집어 시료보 함에 넣는다.

․ 스크 어 터 내부의 아크릴원통형문을 닫고 스크 어 터 시료 이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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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스크의 도어를 닫는다.

․이송용기 스크와 스크 어 터 체결볼트를 풀고 이송용기의 높이를 최

한 낮춘다.

․ 스크 어 터 표면 이송용기의 스크 표면을 제염하고 스미어 테스터하

여 오염여부를 확인한다.

․이송용기를 스크 어 터로부터 분리하고 이송용기 높이 조 핸들을 조 하

여 최 한 낮춘 후,안 한 장소에 이동하여 바퀴 잠 장치를 고정하여 보

한다.

다)조사핵연료 융해 차

(1)시료무게 측정

․정 울의 을 맞춘다.

․오른쪽 원격조종기로 시료보 함에 있는 시료병 한 개를 꺼낸다.

․오른쪽 원격조종기로 정 울 오른쪽 문을 열고 시료병을 올려놓는다.

․정 울 디스 이의 숫자가 안정된 후 무게를 기록한다.

․ 극로에 시료 투입 후 빈병의 마개를 닫고 같은 방법으로 빈병의 무게를 측

정한다.

․빈병의 무게는 시료 반입 미리 측정하지만 시료 투입과정에서의 오염을

확인하기 해 다시 측정하게 된다.

․계산한 무게를 수소분석기에 입력한다.

(2) 극로(LECOEF-500)작동

․오른쪽 원격조종기로 무게측정이 끝난 시료병을 정 울에서 꺼낸 후 왼쪽

원격조종기로 옮겨 잡는다.

․왼쪽 원격조종기로 시료병의 몸통을 단단히 잡고 오른쪽 원격조종기로 시료

병 마개를 연다.

․차폐 러 박스 납유리 하부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UP/DN"버튼을 러

극로의 시료투입구를 연다.

․시료병을 오른쪽 원격조종기로 옮겨 잡고 시료 투입구 상부로 이동하여 시료

병 입구가 아래로 향하게 뒤집어 시료를 투입한다.

․시료 무게가 0.1g이하의 작은 편이므로 분실에 주의 한다.

․ 극로 "UP/DN"버튼을 한번 더 러 lowerelectrode를 내린다.

․ 극로 "UP/DN"버턴을 한 번 더 르면 오토크리 가 작동하여 극로 내

부를 청소하게 된다.

․오른쪽 원격조종기로 미리 비한 흑연도가니를 lowerelectrode에 조심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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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올린다.

․흑연도가니에는 주석 조연제가 들어 있으므로 쏟아지지 않게 조심한다.

․ 극로의 "UP/DN"버튼을 한 번 더 르면 lowerelectrode가 닫히면서

극로가 작동되며 기기의 작동 매뉴얼에 따라 시료가 융해된다.

라)제염 폐기물처리

․실험이 끝나면 극로(EF-500)의 “UP/DN"버튼을 러 lowerelectrode를 내

린다.

․오른쪽 원격조종기로 lowerelectrode에 놓여 있는 흑연도가니를 집어 오른쪽

에 있는 폐기물보 함에 넣고 뚜껑을 닫는다.

․흑연도가니 운반과정에서 흑연도가니 내에 있는 고방사성의 융해물이 쏟아지

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지에 물을 묻 lowerelectrode주변을 2～3회 충분히 닦아낸다.

․제염에 사용한 휴지는 비닐백에 보 한다.

․오토크리 를 수동 작동시킨 상태에서 진공청소기 호스로 lowerelectrode

주변을 청소한다.

․ 극로 면 바닥 주변을 제염지로 제염한다.

․이송용기를 속 차에 따라 스크 어 터에 속하고 시료반입과 역순으로

조사핵연료 융해물을 이송용기로 반출한다.

․이송용기로 반출한 조사핵연료 융해물은 고 폐기물이므로 조사후시험시설

핫셀로 반환한다.

․차폐 러 박스 내부 제염에 사용한 제염지 오염이 낮은 것은 비닐백에 잘

한 후 후면 유지 리문으로 반출하여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8)차폐 러 박스 유지 보수

가)차폐 러 박스 내부 제염

․차폐 러 박스는 조사핵연료 혹은 조사피복 등 고방사성시료를 취 하게

되므로 사용 ,사용 후 철 한 제염이 요구된다.

․차폐 러 박스 내부 제염은 반드시 사용한 고방사성 시료를 제거하고 실시한

다.

․ 오염 지역에서 고오염 지역의 순서로 제염 작업한다.

․ 극로(EF-500)의 lowerelectrode에는 아크릴제의 오염 확산 방지막을 설치하

고 그 상부에 알루미늄 호일을 깔아둔다.

․일정 횟수 실험 후 알루미늄 호일을 폐기물로 처리하고 새것으로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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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유지 리문을 열고 아크릴 에 부착된 로 를 통하여 오염 확산 방지

막 주변 오토크리 러시 부분을 제염한다.

․제염 시 제염지,증류수,제염제 알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염 시 발생된 폐기물은 비닐백에 하여 방사성폐기물로 처리한다.

나)공조시스템 필터교체

․차폐 러 박스의 흡기 배기 배 에는 각각 내,외부에 1 의 HEPA filter

가 부착되어 있다.

․흡기배 의 HEPA filter는 차폐 러 박스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하며,차폐

러 박스 내부에서 오염된 공기는 배기배 에 부착된 HEPA filter로 정화하

여 최종 으로 DUP라인으로 방출된다.

․HEPA filter는 방사능계측 결과 기 치 이상이거나 일정시간 이상 사용하면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HEPAfilter교체 공기조화 장치 주 의 오염도를 측정한다.

․공조조화시스템의 필터 교체 시 오염 확산 공기흐름 역류에 주의한다.

․HEPA filter교체가 요구되면 차폐 러 박스의 천정에 올라가 먼 흡기배

에 부착된 퍼를 닫아 외부공기와 차단한다.

․흡기배 의 외부 HEPA filter를 탈착하여 미리 비한 비닐백에 하고 새

로운 HEPAfilter를 공기 흐름 방향을 확인하여 부착한다.

․흡기배 의 퍼를 당하게 열고 천정에서 내려와 후면 유지 리 문을 개방

한다.

․후면 유지 리문 내부의 아크릴 에 부착된 원통문을 열고 미리 비한

HEPAfilter를 투입한다.

․아크릴 에 부착된 로 를 통하여 흡기배 의 내부 HEPA filter을 탈착하여

비닐백에 처리하고 새 HEPAfilter를 부착한다.

․배기배 필터는 오염도가 높으므로 HEPAfilter교체에 주의 한다.

․배기배 의 외부 HEPAfilter교체를 해 퍼를 차단한다.

․외부 HEPA filter를 조심스럽게 탈착하고 신속하게 비닐 하여 폐기물로

처리하고 새로운 HEPAfilter를 부착한 후 퍼를 하게 개방한다.

․차폐 러 박스 좌측면 유지 리 도어를 열고 내부 아크릴 에 부착된 로

를 통하여 내부 HEPA filter에 연결된 1/4인치 최종방출 배 을 분리시킨 후

HEPAfilter를 탈착하여 비닐 처리한다.

․신속하게 새로운 HEPA filter를 공기흐름 방향이 맞게 배기배 에 부착시키고

1/4인치 최종방출 의 끝 부분을 HEPAfilter내부에 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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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한 HEPAfilter는 모두 필터 폐기물로 별도 처리한다.

다)조명교체

․차폐 러 박스의 조명은 1 에 13개의 lightemittingdiode(LED)가 부착된

LED조명등 2 로 유지한다.

․LED조명등의 제품사양에 의하면 조명등 수명은 하루 8시간 사용 시 약 13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먼 LED의 원을 차단하고 차폐 러 박스 상부 천정면에 올라가 납벽돌을

좌우로 이동하여 조명등 입구를 개방한다.

․조명등 내부에 설치된 납 넬을 들어내고 조명등을 반출한다.조명등은 차폐

러 박스 내부와 차단되어 있으므로 정상 이면 오염되어 있지 않다.그러

나 조명등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오염 확산 여부를 확인한다.만일 조명등이

오염되었다면 차폐 러 박스 내부에 설치된 강화유리재질의 조명등 카버

설이 의심되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명등을 새로운 LED조명등으로 교체하고 다시 납벽돌로 한다.

․다른 쪽의 조명등도 같은 방법으로 교체한다.

․조명등을 교체한 후 원을 넣어 조명등 작동을 확인한다.

라)원격조종기 사용 차 유지 리

차폐 러 박스 내 모든 조작은 차폐 러 박스에 설치된 1 의 베타-감마형

원격조종기에 의해 수행된다.이 원격조종기의 정격성능을 유지하기 해서는 원

격조종기의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한 원격조종기의 주기 검

고장수리 등 유지 리를 철 하게 해야 한다.원격조종기의 사용 차,유지 리

고장수리에 해서는 부록 “원격조종기사용법”에 수록해놓았다.

9)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추출 측정 실험

가)사 극자질량분석기의 바탕값 측정

(1)융해 기체포집

바탕값 측정 운반기체인 헬륨을 흘려주면서 수소분석기를 약 4시간 이상

열하 다.헬륨의 유량은 450mL/min로 설정되어 있다.바탕값 측정은 조사

핵연료 융해조건으로 측정하 다.시료를 제외하고 주석 펠릿 2개(1.0 g)를

LECO782-729흑연도가니에 넣고 900A에서 30 간 outgassing한 후 니 바

스켓 1개(1.0g)을 자동 주입하여 850A에서 100 간 융해하 다.

미리 진공배기한 시료포집병(내용 약 1000Cm
3
)의 시료포집병을 수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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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최종 방출구에 연결된 기체포집장치에 연결하 다.outgassing시에는 헬

륨 운반기체를 bypass시키고 850A에서 100 간 융해 시 기체의 흐름방향을

기체포집병으로 환하여 120 간 포집하 다.

(2)바탕값 측정

바탕실험 시 방출기체를 포집한 시료포집병을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기체주

입장치에 연결하 다.사 극자질량분석기의 기체주입장치는 터보 로터리

일체형의 드라이 펌 로 1.0E-6torr이하로 진공배기된 상태이다.시료포집병이

연결된 포토의 밸 를 열고 잔류기체를 배기하여 10
-4
torr이하로 유지하 다.

이 상태에서 진공펌 를 차단하고 시료포집병의 밸 를 열어 포집한 기체를 기

체주입장치에 확산시켰다.기체주입장치의 압력을 측정하고 사 극자질량분석

기의 리크밸 를 조 하여 이온화부의 진공도가 10
-6
torr로 유지되도록 하 다.

이 상태에서 크립톤 83,84,85,86 제논 131,132,134,136의 이온세기(c/s)

를 MID 모드에서 사이클링 방식으로 측정하 다.이때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측정조건은 SEM 2400V,beam current400μA로 설정하 다.

(3)바탕값 측정결과

시료포집병의 기체를 사 극자질량분석기 기체주입장치에 주입하 을 때 시

료포집병의 내용 을 포함한 상태에서 462.7torr로 측정되었다.이것을 기 으

로 포집기체의 양을 계산하면 표 상태에서 860mL로 계산된다.표 3-2-44,45

는 MID 모드에서 사이클링 방식으로 측정한 크립톤 제논 동 원소의 바탕

값 측정결과이다.표 3-2-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26.7torr의 헬륨주입 압력에

서 크립톤 동 원소 82,83,84,85,86의 바탕값은 101c/s～202c/s이었다.

한 표 3-2-45와 같이 같은 조건에서 제논 동 원소 131,132,134,136의 바탕값

은 18.2～28.2c/s로 측정되었다.

Table3-2-44.Backgroundcountingresultsofkryptonisotopes

Mass c/s

82 140

83 154

84 163

85 202

86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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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2-45.Backgroundcountingresultsofxenonisotopes

Mass c/s

131 28.2

132 26.5

134 23.7

136 18.2

나)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포집

(1)시료이력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을 해 조사핵연료 편을 채취하

다.본 연구에서 채취한 조사핵연료의 정확한 이력은 알 수 없다.참고로 표

3-2-46에 울진원자력발 소 2호기에서 3주기(8주기～10주기)연소한 K23핵연료

다발의 설계제원을 나타내었다.

(2)시료 채취

조사후시험시설 핫셀에서 정확한 조사이력을 알 수 없는 조사핵연료 편을

채취하 다.본 실험의 목 은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을 한

차폐 러 박스 련부속시설 구축 후 성능시험이다.따라서 시료 채취의

치,농축도,핵연료 의 축방향 치,연소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 로

시료를 채취하 다.채취한 조사핵연료 편은 라스틱 바이알에 담아 편

자체붕괴열에 의해 건조되도록 방치하 다.이 시료를 시료 이송용기에 담아

7414호 실험실로 이송하여 차폐 러 박스에 반입하 다.채취한 시료의 무게

는 0.0652g이었으며 시료병 표면에서 약 1cm 떨어진 거리에서 표면선량율이

3.5Rad/hr 다.

(3)조사핵연료 융해 기체포집

채취한 조사핵연료 편 시료 0.0652g을 니 바스켓 1개와 함께(1.0g)수소

분석기 극로의 시료 투입구에 투입하 다.LECO 782-729흑연도가니에는 주

석 펠릿 2개(1.0g)을 투입하여 수소분석기의 작동 차에 따라 융해하 다.사

용후핵연료의 융해조건은 outgassing 900 A,30 ,2 사이클,analyzing

(fusion)850A,100 로 하 으며 기체포집 시간은 120 로 하 다.1차 융해

한 융해물의 융해상태를 평가하고 잔류기체의 완 추출 여부를 확인하기 해

조사핵연료 융해물을 같은 조건에서 재융해하고 기체를 포집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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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2-46.DesignspecificationofK23fuelbundle

Item Specification

Fuelpellet Material/enrichment(wt%) UO2/4.20/NU(0.70)

Diameter(mm) 8.192

Pelletlength,EU/NU(mm) 9.83/10.16

Pelletdensity(g/cc) 10.51(95.75% TD)

Grainsize(µm) 4-25(average)

Fuelrod Cladmaterial Improvedzircaloy-4

Outsidediameter(mm) 9.5

Cladthickness(mm) 0.57

Diametergap(µm) 165

Length(mm) 3865.9

Plenum length(mm) 185

Activelengthoffuel(mm) 3657.6(3362.8EU/304.8NU)

No.ofpelletsperrod.EU/NU 371(341EU/30NU)

InitialHepressurization(kPa) 2000.6

WeightofUO2(kg) 1.976(1.810EU/0.166NU)

Fuelassembly Rodarray/No.offuelrod 17x17/264

Fuelrodpitch(mm) 12.6

No.ofspacer(End/Mid/IFN) 2Inconel/6Zircaloy-4/3Izircaloy-4

Length(mm) 4063

(가)융해상태 평가

조사핵연료 0.0652g을 니 바스켓 1개(1.0g) 주석펠릿 2개(1.0g)와 함

께 흑연도가니에서 850A로 100 간 융해한 융해물은 검은색을 띠었으며 비

정형의 덩어리 모양으로 흑연도가니 내에 분리되어 있었다.이 모양은 같은

융해조건에서 SIMFUEL융해물과 비슷한 모양이었다.융해물 표면이 검은색을

띠는 것은 고온에서 장시간 동안 흑연도가니와의 반응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

다.SIMFUEL 융해 시와 마찬가지로 850A,100 의 융해조건에서 극로

(EF-500)의 극손상 험 없이 융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조사핵연료 융해 시 조사핵연료의 산소는 흑연도가니의 탄소와 반응하여

많은 양의 CO를 발생시키고 우라늄은 조연제와 함께 속합 의 형태로 융해

되는 것이다.본 연구에서 니 바스켓 주석 펠릿과 함께 850A에서 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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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많은 양의 CO 발생을 Schtuze시약의 격한 색깔변화로 확인할 수 있었

다.Schtuze시약은 불활성 고체매질에 요오드화물을 코 한 강산화제로 산화

반응 시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하게 된다.

조사핵연료 융해실험에 사용한 흑연도가니의 찰결과 흑연도가니 내에서

미반응의 분말 혹은 편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융해

물의 재융해 시 포집기체 시료에서 크립톤은 검출한계 이하 으며,제논은 1

차 융해 포집기체 시료와 비교하여 약 0.3% 이하로 검출되었다.따라서 본 융

해조건에서 조사핵연료가 완 히 융해되며 이때 잔류핵분열생성기체가 99%

이상 방출되는 것으로 단된다.그러나 고방사성 시료인 조사핵연료 융해물

을 취 ,측정할 수 있는 시설 분석 인 라가 미비하여 실제 실험에 의한

측정 자료를 얻을 수는 없었다.

(나)크립톤,제논을 제외한 휘발성 배기체 제거

헬륨 불활성기체 분 기에서 조사핵연료 융해 시
14
C

3
H은 각각

14
CO,

T2,HT,T2O,HTO 형태의 다양한 화학종으로 방출 될 것이다.수분으로 방출

되는 T2O,HTO 등은 극로(EF-500)우측면에 부착되어 있는 Anhydrone

(Mg(ClO4)2)칼럼에서 제거된다.그리고 기체로 방출되는
14
CO,T2,HT는 수소

분석기(RH-600)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650
O
C의 고온 CuO 칼럼에서

14
CO2,

T2O, HTO로 산화되어 각각 알카리흡수칼럼(Ascarite) Anhydrone

(Mg(ClO4)2)칼럼에서 제거된다.

조사핵연료 편의 융해실험 후 극로에 부착된 Anhydrone(Mg(ClO4)2),

수소분석기 본체의 CuO,알카리흡수제 (Ascarite) Anhydrone(Mg(ClO4)2)

을 회수하여 EG&G OrtecModelGMX-30190-PHPGe,T-25감마스펙트로미

터로 감마핵종을 측정하 다.50000 의 측정에서도 주요 감마핵종인
60
Co,

134
Cs,

137
Cs,

54
Mn가 바탕값 이하로 확인되었다.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주요 감마

핵종이 배기체 포집칼럼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Cs같은 속성핵분열생

성물은 극로외부로방출되지않은것으로생각된다.

다)잔류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의 정량분석 동 원소 분포측정

(1)포집기체혼합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분석을 해 포집한 기체의 조성은 99%

이상의 헬륨에 크립톤,제논 기타 공기 조성이 함유되어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기체 시료 조성간의 큰 질량차는 포집기체 조성의 비균질을 래할 수 있

다.따라서 잔류핵분열생성기체를 포집한 시료포집병을 기체시료 혼합장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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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시간 이상 회 ,혼합하 다.

(2)포집기체의 동 원소 스펙트럼 확인

혼합이 끝난 시료포집병을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기체주입장치에 연결하여

크립톤 제논 스펙트럼을 확인하기 해 질량 81～87 질량 128～137까지

스캐닝하 다.그림 3-2-125은 포집기체의 크립톤 제논 동 원소의 스펙트럼

을 컴퓨터 화면에서 잡은 것이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핵연료 융해

시 포집한 크립톤 제논의 동 원소 분포는 천연 크립톤 제논과 다름을

알 수 있다.크립톤 85는 반감기 12.3년의 감마방출 핵종으로 천연 크립톤에는

존재하지 않는 방사성핵종이다.천연 크립톤 86의 분포 비는 17.3%이며 천연

제논 136의 분포 비는 8.9%이지만 핵분열생성기체에서 이들의 비는 각각 51%,

45%로 가장 높은 분포 비를 갖는다.이와 같은 포집기체 시료의 동 원소 분포

특성은 조사핵연료 융해 시 포집한 포집기체가 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

논 조성임을 확인 시켜 다.

(3)포집기체의 정량분석

기체주입장치에 포집기체를 주입하고 SEM 2400V,beam current400μA에

서 크립톤 제논 동 원소의 이온세기(c/s)를 MID 모드에서 사이클링방식으

로 측정하 다.포집기체의 크립톤 제논 정량분석을 해 헬륨 바탕기체에

크립톤 103ppm,제논 104ppm의 표 기체를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기체주입

장치에 포집기체와 같은 압력으로 주입하 다.포집기체 시료 측정과 마찬가지

로 MID 모드에서 사이클링방식으로 크립톤 82,83,84,86 제논 131,132,

134,136의 이온세기(c/s)를 측정하 다.

표 3-2-47,48은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표 기체의 크립톤 동 원

소의 이온세기(c/s)측정결과이다.크립톤의 정량분석은 크립톤 84동 원소를

기 으로 하 다.핵분열생성기체와 천연 기체간에 크립톤의 동 원소분포비가

다르므로 정량분석에서는 이것을 보정해주어야 한다.조사핵연료 융해 시 포집

시료의 크립톤 정량분석결과는 다음 식으로 산출하 다.계산결과 잔류핵분열

생성기체를 포집한 시료 포집병 내 크립톤의 농도는 8.37ppm으로 계산되었다.

  

   
...................................(3-2-9)



- 371 -

(a)kryptonisotopes

(b)xenonisotopes

Fig.3-2-125.Scanningresultsofkryptonandxenonisotopesforthecollectedgas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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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d84=표 기체 크립톤 84의 이온세기(c/s)

IFGd84=잔류 핵분열생성기체 크립톤 84의 이온세기(c/s)

RFG84=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84분포(%)

Rstd84=천연 크립톤 84의 분포(57%)

CKrstd=표 기체의 크립톤 농도(103ppm)

Table3-2-47.Ioncounts(c/s)andisotopesdistributionofkryptonintheretained

fissiongas

Kr
K23-N05

Ioncounts(c/s)ofKr

K23-N05Composition

ofKrisotopes(%)

82 1.29E+03 0.59

83 2.09E+04 9.52

84 7.63E+04 34.75

85 9.08E+03 4.14

86 1.12E+05 51.01

Total 2.20E+05 100.00

Table3-2-48.Ioncounts(c/s)ofkryptonstandardgas

Kr Ioncounts(c/s)

82 2.97E+05

83 3.13E+05

84 1.54E+06

86 4.76E+05

Total 2.63E+06

표 3-2-49,50은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제논 표 기체의 제논 동 원소의

이온세기(c/s)측정결과이다.제논의 정량분석은 제논 132동 원소를 기 으로

하 다.핵분열생성기체와 천연 기체간에 제논의 동 원소분포비가 다르므로

정량분석에서는 이것을 보정해주어야 한다.조사핵연료 융해 시 포집시료의 제

논 정량분석결과는 다음 식으로 산출하 다.계산결과 잔류핵분열생성기체를

포집한 시료 포집병 내 제논의 농도는 93.7ppm으로 계산되었다.

  

  
..............................(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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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d132=표 기체 제논 132의 이온세기(c/s)

IFGd132=잔류핵분열생성기체 제논 132의 이온세기(c/s)

RFG132=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제논 132분포(%)

Rstd132=천연 제논의 132분포(26.9%)

CXestd=표 기체의 제논 농도(104ppm)

Table3-2-49.Ioncounts(c/s)andisotopiccompositionofXeintheretainedfission

gas

Xe
K23-N05

Ioncounts(c/s)ofXe

K23-N05

IsotopiccompositionofXe(%)

131 3.71E+05 3.83

132 7.19E+05 22.00

134 3.07E+05 28.93

136 2.62E+05 45.24

Total 1.66E+06 100.00

Table3-2-50.Ioncounts(c/s)ofXestandardgas

Xe Ioncounts(c/s)

131 3.71E+05

132 7.19E+05

134 3.07E+05

136 2.62E+05

Total 1.66E+06

(4)조사핵연료 내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량 계산

조사핵연료 융해과정에서 2분간 포집한 시료 포집병을 사 극자질량분석기

의 기체 시료 주입장치에 연결하여 압력을 측정한 결과 462.7torr로 측정되었

다.이것을 기 으로 포집기체의 양을 식과 같이 산출한 결과 표 상태에서

859.8mL로 계산되었다.

 ×

×
................................................(3-2-11)

Vstp=표 상태에서 포집기체량(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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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압력측정 시 기체주입장치의 온도(K)

P1=포집기체 주입 시 기체주입장치의 측정압력(torr)

V1=기체주입장치의 내용 (572.3cm
3
)

V2=시료 포집병의 내용 (969.3cm
3
)

이 계산결과를 기 으로 조사핵연료 0.0652g 편으로부터 추출한 크립톤

의 양 조사핵연료 단 무게당 크립톤 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계

산결과 측정한 조사핵연료 내 잔류 크립톤의 농도는 0.110(mL/gUO2)이었다.

 




×


    .............(3-2-12)

잔류 크립톤을 조사핵연료 단 무게당 무게 농도(Krg/gUO2)로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잔류 크립톤의 무게농도는 0.00042(Krg/gUO2)로 계산되

었다.

      


 

× 

.....(3-2-13)

조사핵연료 0.0652g 편으로부터 추출한 제논의 양 조사핵연료 단

무게당 제논 부피 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계산결과 측정한 조사핵연

료 내 잔류 제논의 농도는 표 상태에서 1.23(mL/gUO2)이었다.

 




×



    ..............(3-2-14)

잔류 제논의 조사핵연료 단 무게당 무게농도(Xeg/gUO2)로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잔류 제논의 무게농도는 0.0074(Xeg/gUO2)로 계산되었다.

      


  

×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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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분석결과 검토

조사핵연료 편 시료 1개의 잔류핵분열생성기체 분석결과 핵분열생성기체

의 잔류농도는 1.34mL/gUO2로 측정되었다.본 연구에서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의 분석 목 은 구축한 핵연료융해시스템 핵분열생성기체 측정시스템의 성

능을 확인하기 한 것이다.따라서 조사핵연료 편 선정 시 상세한 연소이력

을 고려하지 않았다. 한 융해실험에 제공된 조사핵연료 편의
235
U 농축도를

확인하지 않았다.표 3-2-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연료 의 형태에 따라
235
U

농축도 약 0.7%의 천연우라늄으로된 blanket이 있을 수 있다.본 연구에서 측정

한 1개 시료의 분석결과로 핵분열생성기체의 생성,잔류 방출에 한 정량

고찰은 불가능하다.분석 자료의 유용한 활용을 해서는 잔류핵분열생성기

체 측정에 제공되는 핵연료 의 상세하고 정확한 연소 설계이력,실험 목

에 합한 시료 비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분석자료 등 련 자료가 요구된

다.이러한 기반 에 생산,축 한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의

정량분석 동 원소 분포측정 자료는 조사핵연료의 연소평가에 매우 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6)조사핵연료 융해물의 2차 융해 잔류기체 확인

조사핵연료의 1차 융해 시 생성된 융해물 내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여부를

확인하 다.조사핵연료 1차 융해물을 융해 차에 따라 니 바스켓 1개(1.0g)

주석 펠릿 2개(1.0g)과 함께 850A에서 100 간 융해하 다.이 2차 융해과

정에서 방출되는 기체를 시료포집병에 2분간 포집하 다.이 게 포집한 시료

를 정량분석 차에 따라 핵분열생성기체 조성 동 원소 분포를 측정하

다.그림 3-2-126(a)는 2차 융해 시 포집기체의 크립톤 동 원소에 한 스 닝

스펙트럼이다.그림 3-2-12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립톤의 경우 크립톤 84의

분포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1은 1차 융해물의 2차 융해 시 포집한 시료의 크립톤 동 원소 분포

측정결과이다.크립톤 동 원소 분포 비 측정결과 크립톤 84의 동 원소 분포

비가 약 40%로 가장 높다.그러나 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동 원소 분포특성

은 표 3-2-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립톤 86이 가장 높은 분포비율을 차지한다.

이것은 융해물의 2차 융해 시 포집한 기체에는 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의 크립톤

이 측정한계 이하임을 의미한다.따라서 조사핵연료의 1차 융해과정에서 핵분

열생성기체 크립톤이 완 히 방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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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risotopescollectedfrom themeltofthe2ndfusion.

(a)Xeisotopescollectedfrom themeltofthe2ndfusion.

Fig.3-2-126.Scanningspectrum ofKrandXeisotopesforthecollectedgasfrom the

meltofthe2nd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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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2-51.IsotopicdistributionofKrforcollectedgasduring2ndfusionofthe

melt

Krisotopes c/s Relative(%)

82 5.6E+02 15.07

83 5.8E+02 15.66

84 1.5E+03 40.02

85 3.9E+02 10.42

86 7.0E+02 18.83

Total 3.7E+03 100.00

그림 3-2-126(b)는 융해물의 2차 융해 시 포집한 시료의 제논 스펙트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논의 동 원소 분포는 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의 제논

동 원소 분포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표 3-2-52는 융해물의 2차 융해 시

포집한 시료의 제논 동 원소 분포 측정결과이다.사용후핵연료의 1차 융해 시

포집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제논 동 원소 분포비와 비교하여 132,134의 분

포 비는 약간 높아지고 136의 분포는 낮아졌다.따라서 정확한 핵분열생성기체

의 제논 동 원소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그러나 포집기체의 제논 동

원소 스펙트럼 동 원소 분포특성으로 보아 융해물의 2차 융해 시 포집기체

에서도 미량의 제논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차 융해 시 포집기체

의 제논 동 원소 분포가 1차 융해 시 포집기체와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

은 포집기체의 제논 농도 때문일 것이다.

Table3-2-52.DistributionofXeisotopesforcollectedgasduringthe2ndfusionof

themelt

Xe c/s Relative(%)

131 7.1E+02 9.57

132 1.9E+03 25.72

134 1.9E+03 26.26

136 2.8E+03 38.45

Total 7.4E+03 100.00

이것을 기 으로 계산하면 2차 융해 시 포집 시료의 제논 농도는 0.39ppm

이며,제논의 부피는 0.26μL가 된다. 한 이것을 기 으로 계산하면 조사핵연

료 내 제논의 잔류농도는 4μL/gUO2가 된다.이 값은 조사핵연료 1차 융해

시 제논 농도의 약 0.3% 에 해당된다.따라서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

체 99% 이상이 1차 융해과정에서 방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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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방사선차폐 핵연료 융해시스템 성능평가 용성 평가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추출,포집에는 고방사성 시료의 수소함량

측정에 사용하는 수소분석기를 응용 하 다.수소분석기의 콘트롤 트 포집장치

는 아크릴 로 박스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료 융해로 기타 부속기기는 차폐 로

박스 내부에 설치되어 상호 연결되어 있다.개조한 수소분석기의 성능 조사핵

연료 융해상태를 평가하 다.

가.수소분석기 표 검증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추출 포집에 응용하는 수소분석기(LECO

RH-600)는 속 혹은 합 시료를 불활성기체 분 기에서 융해하며,이때 방출되는

수소를 외선 검출기로 측정하는 불활성기체융해- 외선 검출법이다.불활성기체융

해에 의한 재료 시편의 수소 추출 시 시료의 물리화학 성질에 따라 주석,니

등과 같은 속 조연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일정 온도의 고온 환경에서 재료의 매질 내 수소 용해 시 속의 종류에 따라

발열반응 혹은 흡열반응을 일으키며 수소 용해도가 달라진다.이와 같은 속과 수

소의 친화도 반응 특성에 의해 불활성기체융해에 의한 수소 추출 시 시료 매질

에 따라 다른 추출 효율을 보인다.따라서 속 혹은 합 의 수소분석 시 시료 매

질에 합한 표 물질을 사용하여 수소분석기를 표 검증하여야 한다.

차폐 로 박스에 설치된 수소분석기(LECO RH-600)의 표 검증에는 Fe,Ti

Zr-2.5Nb매질의 수소 표 물질을 사용하 다.Ti Zr은 같은 4B족 속이며 같

은 족 속의 수소 용해도는 원자번호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따라서

Zr에 비해 Ti의 수소 용해도가 높아지며 같은 조건에서 수소 추출효율은 낮아진다.

Fe의 수소 용해반응은 발열 반응이며 수소와의 친화도가 낮고 따라서 Ti,Zr에 비

해 수소 용해도가 낮아진다.

표 3-2-53은 Zr-2.5Nb,Ti Fe매질의 수소 표 물질로 수소분석기(LECO

RH-600)를 표 검증한 결과이다.Zr-2.5Nb는 수로 핵연료 압력 재료이며 가압

경수로형 핵연료 피복 도 Zr주성분의 합 인 지르칼로이를 사용한다.Ti

Zr-2.5Nb매질 표 물질은 조연제로 주석 펠렛 2개를 사용하여 outassing850A,

analyzing750A의 조건으로 측정하 다.Fe매질 표 물질은 같은 조건에서 조연

제를 사용하지 않고 측정하 다.

각 표 물질을 5회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고 그 값을 기 으로 수소분석기(LECO

RH-600)의 표 검증 계수를 설정하 다.Zr-2.5Nb매질 수소 표 물질(99±2μg/g)

의 5회 측정 평균값은 100±2μg/g이었으며 표 검증 계수 K=1.0497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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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매질 수소 표 물질(27.7±1.7μg/g)의 5회 측정 평균값은 27.2±1.5μg/g으로 표

검증 계수 K=1.5717로 계산되었다.따라서 같은 융해조건에서 Zr-2.5Nb의 수소

추출 효율이 Ti에 비해 약 5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Fe매질 표 물질

(5.6±0.3μg/g)의 5회 측정 평균값은 5.7±0.3μg/g으로 표 검증계수 K=1.8604로 계

산되었다.

AECL100HB

(99±2ug/gH in

Zr-2.5Nb)

Calibrationfactor

K=1.0497

LECO762-741

(27.7±1.7ug/gH inTi)
Calibrationfactor

K=1.5717

LECO501-529

(5.6±0.3ug/gH inFe)

Calibrationfactor

K=1.8604

102 27.7 5.8

101 27.3 5.5

98 29.2 5.3

102 26.8 5.8

97 25.1 5.9

Average 100 27.2 5.7

STDEV 2.3 1.5 0.3

Table3-2-53.Calibrationresultsofhydrogendeterminatordependingonthematrix

ofstandardmaterials

나.조사피복 시료에 용

조사핵연료 융해,잔류핵분열생성기체 추출 포집에 응용할 수소분석기(LECO

RH-600)의 성능시험 후 조사핵연료 피복 시료 16개의 수소함량을 측정하 다.

지르칼로이 합 재질의 조사핵연료 피복 수소분석 시 수소분석기의 표 검증

계수는 Zr-2.5Nb매질 표 물질로 계산한 K=1.0497을 사용하 다.조사핵연료 피복

시료 약 0.05-0.1g을 주석 펠렛 2개와 함께 outassing850A,analyzing750A

의 조건으로 융해,측정하 다.원통형의 조사핵연료 피복 을 약 1-2mm 두께로

단한 후 다시 1/2로 단한 조각 시편을 사용하 다.사용한 시료의 무게는

0.05-0.14g범 으며 표면선량 약 20-330mR/hr의 고방사성 시료 다.표 3-2-5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한 조사핵연료 피복 의 수소 함량은 70-7700μg/g으로

넓은 농도 분포를 보 다. 한 조사핵연료 피복 의 축방향 높이가 높은 15,16번

시료의 수소농도가 2200-7700μg/g으로 이 치에서 수소화가 높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온,고압의 원자로 환경에서 핵연료 피복 은 1차 냉각재와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며 발생된 수소의 일부는 핵연료 피복 에 포집되어 피복 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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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화를 야기한다.이와 같은 수소화는 핵연료 피복 의 건 성을 열화시킬 수 있

다.따라서 조사핵연료의 건 성 평가 시 수소함량 측정자료가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

No Surfacedose(mR/hr) Weight(g) H(μg/g)

1 330 0.1432 168

2 310 0.1375 185

4 146 0.118 95

4 134 0.1037 91

5 127 0.0474 159

6 131 0.0461 93

7 148 0.0731 142

9 143 0.0622 289

10 114 0.0495 546

12 170 0.0695 388

13 172 0.0722 244

14 139 0.0512 330

15 19 0.1153 2213

16 19 0.0475 7686

Table3-2-54.Hydrogenanalysisresultsofanirradiatedfuelcrudsamples

다.모의 조사핵연료(Simulatedspentfuel(SIMFUEL))융해

차폐 로 박스,아크릴 로 박스, 련보조 장치 기구를 정비한 후 실제 조

사핵연료 융해실험과 같은 원격조종기를 사용한 실험 조건에서 모의조사핵연료

(SIMFUEL)융해 실험을 수행하 다.

사용할 조사핵연료 시료는 조각 형태의 매우 작은 시료이므로 원격작업시 분실

염려가 있으며 이것은 일종의 사고로 간주할 수 있는 매우 요한 사항이다.따라

서 원격조종기 기타 장치의 원격 취 을 숙지하기 해 실제 조사핵연료 시료의

취 을 가정하여 모의조사핵연료(SIMFUEL)시료가 들어 있는 시료병의 취 ,무게

달기,시료 투입 등 일련의 작업을 반복,수행하 다.일반 실험실에서 확립한 핵연

료 융해조건으로 차폐 로 박스에 설치된 핵연료 융해시스템을 사용하여 모의조사

핵연료(SIMFEUL)융해실험을 수행하 다.흑연도가니에 니 바스켙 1개(1.0g)

주석 펠렛 2개(1.0g)을 투입하여 핵연료 융해장치(EF-500)에서 900A,15 로 2회

outgassing한 후 모의조사핵연료(SIMFUEL)0.1172g을 자동 투입하여 850A에서

120 간 융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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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 로 박스 환경에서 융해한 모의조사핵연료(SIMFEUL)융해물도 일반 실험

실에서 얻은 융해물과 마찬가지로 그림 3-2-127과 같이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단추

모양이었다.바닥면은 흑연도가니 바닥면의 둥근 모양이었고 흑연도가니 내에서 분

리되어 있었다.융해물 표면 분석결과 산소 피크가 검출되지 않았고(그림 3-2-128),

한 융해물은 UNiSn의 inetrmetallicalloy상태임을 확인하 다(그림 3-2-129).

융해물 표면 50 point에 해 에 지 분산형 엑스선 스펙트로미터 (Energy

dispersivex-ray spectrometer,EDS)로 U,Ni,Sn의 정량분석을 수행하 다.표

3-2-55은 융해물의 표면분석 결과이다.융해 실험시 투입 재료의 U,Ni,Sn농도는

각각 5.5,47,47wt% 으며 융해물의 U,Ni,Sn농도는 각각 6.5,52,41wt%로 검

출되었다.융해 실험시 투입 재료의 농도기 으로 U,Ni은 약 11-13% 높게 검출되

었으며 Sn은 약 13% 낮은 결과를 보 다.

Element Weight(%) Atomic(%)

Ni 52.14 70.26

Sn 41.4 27.59

U 6.47 2.15

Total 100 100

Table3-2-55Quantitativeanalysisresultofameltusing energy dispersive
x-rayspectrometer(EDS)

약 2400-2600℃의 온도에 상당하는 850A의 융해 류에서 속조연제와 함께 모

의 조사핵연료(SIMFUEL)의 불활성기체 융해 시 흑연도가니 내부에 은색의 주석막

생성을 확인하 다. 속조연제로 사용한 주석 펠릿은 융해 온도가 낮고 증기압이

높아 고온에서 불활성기체 융해 시 일부 휘발되었다.따라서 융해물 분석 결과 투

입 조성보다 낮은 농도의 주석이 검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생성된 주석필름은 시

료의 불활성기체 융해 시 매질에서 추출된 기체성분의 재흡수(regettering)를 방지하

는 효과를 가진다.

모의 조사핵연료(SIMFEUL)융해 시 생성된 융해물의 속결정을 확인하기 해

융해물의 엑스선회 분석을 수행하 다.그림 3-2-1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융해물

은 산화물을 포함하지 않은 Ni-Sn 속상이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속상이 없으며

U을 포함한 속상은 확인되지 않았다.핵분열생성물 크립톤,제논과 같은 기체

성분을 함유한 모의조사핵연료를 만들 수 없다.본 연구에서는 이온주입기를 이용

하여 일정량의 크립톤 혹은 제논을 주입한 알루미늄호일을 제조하여 이것을 모의조

사핵연료(SIMFUEL)시료와 함께 융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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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27.AppearanceofaSIMFUELmelt.

Fig.3-2-128.EDSspectrum ofamelt.

SEI U Ni Sn

Fig.3-2-129.Elementalmappingofam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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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30.XRD spectrum ofaSIMFUELmeltobtainedbyfusion

ofSIMFUEL0.1172g,Ni1.0g,Sn1.0g,850A,100seconds.

Fig.3-2-131.XRD spectrum ofaSIMFUELmeltobtainedbyfusion

of SIMFUEL 0.1078 g, with krypton and xenon implanted

aluminum f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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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조사핵연료(SIMFUEL)0.1078g,크립톤 주입 알루미늄호일 0.0036g,제논

주입 알루미늄호일 0.0379g을 니 바스켙 1개(1.0g),주석 펠렛 2개(1.0g)과 함께

850A에서 120 간 융해하 다.융해물은 단추 모양이었으며 흑연 도가니 내에서

분리되어 있었다.그림 3-2-1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융해물의 엑스선회 분석결

과 산화물을 포함하지 않은 Ni-Sn 속상이었다.그러나 정확히 일치하는 속상이

없으며 U을 포함한 속상은 확인 되지 않았다.

이상 인 엑스선회 분석 시료는 미세 분말형태의 균일 조성이며 확인하고자

하는 원소의 조성이 약 10% 이상 존재해야 한다.본 연구에서 모의 조사핵연료

(SIMFUEL)의 불활성기체 융해 시 약 2400-2600℃의 작은 흑연 도가니에서 120 간

교반 작용없이 융해하 다.이와 같은 조건에서 불활성기체융해에 의해 생성된 융

해물의 조성은 비균질하며 덩어리 모양으로 엑스선회 분석에 합하지 않다.따

라서 융해물의 엑스선회 스펙트럼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속상이 없으며 U의 농

도가 낮아 U를 포함한 속상이 발견되지 않았다.융해물 분석결과 모의조사핵연료

(SIMFUEL)의 불활성기체 융해 시 생성된 융해물은 U-Ni-Sn이 비균질하게 혼합되

어 있는 intermetallicalloy로 추정된다.

라.크립톤 제논 회수율 측정

조사핵연료 융해시스템으로 응용하는 수소분석기(LECO RH-600)는 원래 방사성

시료의 수소 함량을 측정하는 정 분석기기이다.이 분석기기에는 운반기체의 불순

물을 제거하고 시료의 고온융해시 방출기체에서 수소를 순수하게 분리하기 한 여

러 가지 시약트랩이 구비되어 있다. 를 들어 운반기체 시료 융해시 방출기체

의 CO를 산화,제거하기 한 고온 CuO rareearthalkali트랩과 수분제거를

한 anhydron트랩 등이 carriergasflow measureflow에 설치되어 있다.이

와 같은 시약트랩들은 조사핵연료융해시 방출되는 크립톤 제논의 운반속도를 지

연 시킬 수 있다.

제작 설치 완료된 차폐핵연료융해시스템의 크립톤 제논 회수율을 측정하

다.표 기체를 사용한 회수율 측정에는 헬륨 바탕기체에 크립톤 4.98%,제논

5.01%가 함유되어 있는 혼합표 기체를 사용하 다.혼합표 기체 주입에는 그림

31과 같은 1.0mL샘 루 가 구성되어 있는 음압기체 시료주입장치를 사용하

다.핵연료 융해과정을 모사하여 빈 흑연도가니를 융해로에 삽입하고 outgassing

current900A,outgassing시간 15 로 2회 탈기체한 후 analyzingcurrent850

A,analyzingtime120 로 가열하면서 방출되는 기체를 120 간 시료 포집병에 포

집하여 크립톤 제논 농도를 측정하 다.혼합표 기체 주입은 핵연료융해시스템

의 시료 자동 투입시간에 맞추어 주입하 다.



- 385 -

Fig.3-2-132.Agasinjection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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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6,57는 혼합표 기체를 사용한 크립톤 제논 회수율 측정 결과이다.

크립톤 제논 주입량은 0℃,1기압의 표 상태에서 4.4-4.8μL범 로 주입하여

각각 5회 측정하 다.크립톤 제논의 평균주입량은 0℃,1기압의 표 상태에서

각각 4.71,4.65μL이었다.측정 결과 크립톤 회수량은 4.5-4.8μL범 으며 회수

율은 98-101%로 계산되었다.측정결과 제논 회수량은 4.5-4.7μL범 으며 회수율

은 95-100%로 계산되었다.혼합표 기체 주입에 의한 크립톤 제논의 평균 회수

량 회수율은 각각 4.7μL,99% 4.5μL 97%로 제논의 평균 회수율이 크립

톤에 비해 약 2% 낮게 측정되었다.

　

AddedKr(µL) FoundKr(µL) Recovery(%)

4.83 4.72 97.6

4.84 4.79 98.9

4.42 4.48 101.0

4.76 4.70 98.7

4.72 4.72 100.0

Average 4.71 4.68 99.3

STDEV 0.17 0.12 1.5

Table3-2-56.Recoverytestresultsofkryptonusingamixedstandardgas

　

AddedXe(µL) FoundXe(µL) Recovery(%)

4.80 4.70 97.9

4.81 4.56 94.7

4.40 4.29 97.4

4.66 4.53 97.3

4.56 4.54 99.6

Average 4.65 4.52 97.4

STDEV 0.17 0.15 1.8

Table3-2-57.Recoverytestresultsofxenonusingamixedstandardgas

이온주입 알루미늄호일을 사용하여 크립톤 제논 회수 시험을 수행하 다.크

립톤 혹은 제논 이온주입 알루미늄 호일을 무작 단하여 모의 조사핵연료

(SIMFUEL)와 함께 융해하 다.이때 방출되는 기체를 시료포집병에 포집하여 회수

율을 측정하 다.융해조건 포집시간은 혼합표 기체에 의한 회수율 측정과 같

은 조건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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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호일에 주입한 크립톤 혹은 제논 농도는 분석법인 Rutherfordback

scatteringspectroscopy(RBS)로 측정하 다.표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RBS측정결

과 가속 압 400keV에서 알루미늄호일에 주입한 크립톤 제논의 농도는 각각

3.29±0.08E16,4.08±0.08E16ions/Cm
2
로 측정되었다.RBS측정결과는 단 면 당 이

온수(ions/Cm
2
)로 나타내지만 회수율 측정 시험에서는 이온주입 알루미늄호일의 무

게를 달아 사용하 다.이온주입 알루미늄호일에 의한 단 면 당 크립톤 혹은 제

논 이온 주입농도(ions/Cm
2
)는 사용한 알루미늄호일의 도 두께를 기 으로 환

산,결정하 다.사용한 알루미늄호일의 두께 도는 각각 18μm,2.71g/Cm
3
이

었다.

　 Kr Xe

Ion energy(KeV) 400 400

Nominal(ions/Cm2) 3.00E+16 4.00E+16

Measured(ions/Cm
2
) 3.29±0.08E16 4.08±0.08E16

Table3-2-58.Rutherford backscattering spectroscopy(RBS)analysisresultsofion

implantedaluminum foils

표 3-2-59,60은 이온주입 시료를 사용한 크립톤 제논의 회수율 측정결과이다.

알루미늄호일의 두께, 도 사용량을 기 으로 단 를 환산하 을 때 크립톤

제논 주입 범 는 각각 1.9-4.3,1.0-6.8μL이었으며 평균 주입량은 각각 3.0,3.6μL

로 계산되었다.회수율측정 시험결과 크립톤 제논 회수율 범 는 각각 94-101%,

94-99% 으며 평균 회수율은 약 97%로 나타났다.혼합표 기체에 의한 회수율 시

험과 달리 이온주입 알루미늄 호일에 의한 크립톤 제논 회수율은 측정 불확도

범 내에서 같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AddedKr(µL) FoundKr(µL) Recovery

1.88 1.80 95.7

2.56 2.48 96.9

3.46 2.76 101.0

4.34 3.32 96.0

2.74 4.08 94.0

Average 3.00 2.89 96.7

STDEV 0.94 0.86 2.6

Table3-2-59.Recoveryofkryptonusinganionimplantedaluminum f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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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Xe(µL) FoundXe(µL) Recovery(%)

1.01 0.97 96

2.5 2.38 95.2

3.47 3.45 99.4

4.37 4.12 94.3

6.8 6.65 97.8

Average 3.63 3.51 96.5

STDEV 2.17 2.12 2.1

Table 3-2-60.Recovery test results of xenon using an ion implanted

aluminum foil

마.차폐핵연료융해시스템의 용성 시험

1) 용성 평가용 조사핵연료 선정

조사핵연료 내 잔류 헥분열생성기체 측정시스템을 구축한 후 실제 조사핵연료에

한 용성 시험을 수행하 다.조사핵연료에 한 용성 시험에는 가압경수로형

의 상용 원자력발 소에 인출된 조사핵연료를 사용하 다.표 3-2-61에 용성 시험

핵연료의 제조 설계를 요약하 다.

Items Specification

FUELPELLET

Fuelmaterial/enrichment UO2/4.511

Diameter(mm) 9.5

Pelletlength(mm) 9.8

Pelletdensity(g/cc) 10.49(95.73%TD)

FUELROD

Cladmaterial ZIRLO

Outsidediameter/length(mm) 9.50/3878.6

Cladthickness(mm) 0.572

Diametergap(µm) 165

Plenum length(mm) 190.5

ActivelengthoffuelUO2Rod,
total/EU(mm) 3657.6/3352.8

InitialHepressurization(kg/cm2) 20.4

WeightofUO2rod(g) 2000(1763gU)

FUELASSEMBLY
Rodarray/no.offuelrod 17x17/264

No.ofspacer(end/mid) 2Inconnel-718/6ZIRLO

Table3-2-61.Designparametersofanirradiatedfuelrodwhichwasselectedfor

applicabilitytestofretainedfissiongasmeasurement

용성 시험 핵연료 소결체의 기
235
U 농축도 도는 각각 4.51%,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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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m
3
(95.7% TD)로 제조되었다.핵연료피복 은 ZIRLO 재질이며 기 diameter

gap165µm, plenum length190.5mm,activelength3353mm,충진 핵연료 무

게 1.763kgU/rod, 기 헬륨 충진압력 20.4kg/cm
2
로 제조되었다. 용성 시험 조

사핵연료 은 17x17핵연료집합체에서 인출되었으며,코드연소도 54.5MWd/tU,3

주기 조사되었고 냉각시간 약 1년 정도이다.

(2)방출핵분열생성기체 측정

원자로에서 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생성된 핵분열생성기체의 일부는 핵연료

조직을 이탈하여 핵연료 내 자유공간으로 방출된다.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측정

에는 기체크로마토그라피 사 극자질량분석기를 사용하 다.

(가)천공/포집

그림 3-2-133는 조사후 핫셀에 설치되어 있는 조사핵연료 천공/포집시스템의

개념도이다.천공/포집시스템은 고진공 장치로 방출기체의 체 측정 기체포

집 장치가 구비되어 있다.다음과 같은 차로 조사핵연료 의 천공,포집시험을

수행하 다.

∙ 조사핵연료 을 천공/포집시스템에 장착하고 충분히 진공,배기하여 고진공

을 유지한다.

∙ 천공/포집시스템의 진공도가 만족되면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조사핵연료

의 plenum 부분을 천공하여 기체를 시스템내로 확산시키고 측정 차에 따라

기체의 체 을 정확하게 측정한다.

∙ 핵연료 내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동 원소 분포 조성분석을 해 미리

비된 내용 약 20 cm
3
의 시료포집병 3개에 기체를 포집한다(그림

3-2-134).핵분열생성기체에는 반감기 약 10.7년인
85
Kr수% 함유되어 있다.

∙ 포집기체의 설을 고려하여 시료포집 시 포집병에 기압 보다 약간 낮은

음압으로 포집한다.

(나)기체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측정

천공/포집장치로 내용 약 20cm
3
의 시료 포집병 3개에 기압 보다 약간 낮

은 압력으로 포집한 시료의 평균 표면선량율은 144-158μSv/hr이었다.방출핵분

열생성기체를 포집한 시료포집병을 실험실로 옮겨 다음과 같은 차로 기체 조

성의 정량분석을 수행하 다.

∙ 기체크로마토그라피는 미국 Agilent사의 모델 6890N을 사용하 으며(그림

3-2-135),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인 질소,산소,알곤,크립톤 제논의 분리에

는 packedmolecularsieve5A칼럼을 사용하 다.

∙ 기체 검출기는 thermalconductivitydetector(TCD)를 사용하 으며 온도는

120℃로 유지하 다(표 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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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33.A puncturing and collection system fordetermination of

fractionalfissiongasrelease(FFGR).

Fig.3-2-134.A samplingbottleforreleasedfissiongas

collection.

Fig. 3-2-135. A gas

chromatography for quantitative

analysisofreleasedfission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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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출기 주입구 온도 100℃,오 기 온도 30℃로 설정하 다.

∙ 기체시료 분리 시 기체크로마토그라피 오 온도는 30℃에서 3분 유지 후 분

당 20℃로 100℃까지 올리고 100℃에서 1.5분 유지한 후 다시 30℃가 되도록

로그래 하 다.

∙ 방출핵분열생성기체 시료 포집병을 기체크로마토그라피의 주입장치에 연결하

고 진공,배기한다.

∙ 시료 주입장치의 진공도가 3torr이하를 유지하면 배기 차단하고 시료 포집

병을 열어 시료를 기체 주입장치로 확산시킨다.

∙ 약 2-3분 후 확산기체의 압력이 안정되면 압력을 기록한다.

∙ 6-port밸 를 작동시켜 시료를 기체크로마토그라피로 주입하고 측정이 끝날

때 까지 기다린다.

∙ 시료 주입후 시료포집병의 밸 를 닫고 남아 있는 기체 시료는 사 극자질량

분석에 사용한다.

∙ Ar+O2,N2,Kr,Xe의 순서로 분리되며 약 10분이면 측정 완료된다.

∙ 시료 측정이 끝나면 Kr,Xe의 분리면 을 기록한다.

∙ 시료 포집병에 혼합표 기체를 시료와 같은 압력으로 주입하여 같은 방법으

로 혼합표 기체의 Kr,Xe을 분리하고 분리면 을 기록한다.

∙ 헬륨 바탕기체에 Kr,Xe의 농도가 각기 다르게 혼합되어 있는 일련의 혼합표

기체를 사용하여 각각의 분리면 을 구하고 표 곡선을 작성한다.

∙ 시료와 표 기체를 비교하여 시료의 Kr,Xe농도를 구한다.

Item Remark

Instrument Agilent6809N

Detector Thermalconductivitydetector

Column PackedMolecularsieve5A13x

Referenceflow 30cc/minHe

Columnflow 20cc/min

Detectortemperature(Back) 120℃

Inlecttemperature(Back) 100℃

Sampleloop 1.0cc

Oventemperaturecontrol
30℃,3minholding,20℃/minto

100℃,100℃ 1.5minholding,30℃

Table3-2-62.Separationparametersforagaschroma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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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체 크로마토그라피 측정결과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시료포집병을 기체크로마토그라피의 주입장치에 연결하

을 때 주입압력이 415-426torr범 으며 1.0ccsampleloop를 통하여 기체 크라

마토그라피에 주입하 다.Ar+O2,N2,Kr,Xe의 순서로 분리되었으며 각 조성의 머

무름 시간은 각각 0.928,1.571,1.995,6.221분 이었다.기체 주입 후 약 8분 이내 측

정이 완료되었다.표 3-2-63은 방출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크립톤 제논 분리면

이다.제논의 분리면 이 크립톤에 비해 약 12배 정도 높았으며 공기 조성인 질소

의 분리면 은 바탕값 수 이었다.따라서 핵연료 의 천공/포집 시 공기오염은 무

시할 수 있었다.

Sample1 Sample2 Sample3

Kr 2740 2795 2753

Xe 32266 32882 32336

Table 3-2-63.Separation area of fission gas compositions using a gas

chromatography(unit:)

방출핵분열생성기체 시료 측정후 표 검증곡선 작성을 해 시료주입 압력과 같

은 압력으로 혼합표 기체를 주입하여 Kr,Xe을 분리 측정하 다.표 검증곡선 작

성에는 헬륨 바탕기체에 크립톤 제논이 약 0.5-3% 범 로 함유되어 있는 혼합표

기체를 사용하 다.표 3-2-64,65은 혼합표 기체를 사용하여 크립톤 제논을

분리,측정한 결과이다.이를 이용하여 크립톤 제논 농도에 한 분리면 을 도

시한 결과 그림 3-2-136에서와 같이 R
2
>0.99이상의 좋은 직선성을 보 다.

Standard Kr(%) Area

1 0.501 1428

2 0.988 2626

3 2.04 5228

4 3.02 8359

Table3-2-64.Measurementresultsofstandardkrypton

Standard Xe(%) Area

1 0.498 1684

2 1.01 3274

3 2.03 6506

4 3.03 10017

Table3-2-65.Measurementresultsofstandardx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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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36.Standardcalibrationcurvesforkryptonandxenonusingagas

chromatography.

Fig.3-2-137.A quadrupolemassspectrometersystem equippedwitha

quantitativegasinjection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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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포집에 의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 포집시 내용 약 20cm
3
의 시료포집병

3개에 포집하 다.사용한 3개 시료포집병의 내용 차이에 의해 기체크로마토그라

피 주입압력이 달라진다.기체크로마토그라피 측정에 사용한 3개 시료 포집병의 주

입압력은 415-426torr범 다.기체크로마토그라피 표 검증시 혼합표 기체 주

입압력을 426torr로 하여 측정하고 정령분석 계산시 압력을 보정해주었다.

표 3-2-66는 기체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크립톤

제논 정량분석결과 이다.측정한 3개 시료의 평균 크립톤 제논 농도는 각각

1.05,10.08% 으며 평균 Xe/Kr비는 9.6로 측정되었다. 한 측정한 3개 시료의 크

립톤 제논 상 측정불확도는 0.5% 이하로 좋은 재 성을 보 다.

Nuclide Sample1 Sample2 Sample3 Average STDEV

Kr 1.06 1.05 1.05 1.05 0.00

Xe 10.12 10.04 10.06 10.08 0.05

Table3-2-66.Analysisresultsofreleasedfissiongasusingagaschromatography

(라)사 극자질량분석기에 의한 측정

포집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기체크로마토그라피 측정후 시료포집병에 남

아 있는 시료의 동 원소분포 조성분석을 수행하 다.그림 3-2-137은 미량의 기

체를 정량 으로 주입할 수 있는 기체주입장치가 구비된 사 극자질양분석시스템

(HIDEN HPR-20QICSystem Quadrupolemassspectrometer(QMS))이다.이 사

극자질량분석기(QMS)는 pole 지름 9 mm, triple filter type, pulse ion

counting(PIC)검출기를 갖춘 고성능 기기이다.시료주입장치에는 정 리크밸 가

구비되어 있어 사 극자질량분석기 이온화부의 진공도를 1.0E-7torr이하로 유지하

면서 시료 주입속도를 조 할 수 있다.방출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사 극자질량

분석 차는 다음과 같다.

∙ 사 극자질량분석기를 최소한 1주일 이상 진공,배기하여 시료주입 기기의 이

온화부가 1.0E-9mbar이하의 고진공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기체크로마토그라피 측정후 시료포집병에 남아 있는 방출핵분열생성기체 포집

시료를 사 극자질량분석기 주입장치에 연결한다.

∙ 시료 주입장치를 진공,배기시켜 1.0E-4torr이하가 되면 배기,차단하고 시료포

집병의 밸 를 열어 시료를 주입장치의 쳄버 내부로 확산시킨다.

∙ 2-3분후 압력계의 숫자가 안정되면 압력을 기록하고 시료를 사 극자질량분석기

의 이온화부로 주입한다.

∙ 이때 정 리크밸 를 조 하여 이온화부의 진공도를 약 1.0E-7torr정도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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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한다.

∙ 진공도는 기체의 조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후 시료 조성에 따른 진공도 변화에

상 없이 정 리크 밸 의 열림 상태를 고정하여 측정한다.

∙ 가속 압 1400V,빔 류 10μA상태에서
84
Kr

132
Xe의 c/s를 MID모드로 측

정하고 평균값을 기록한다.

∙ 다시 Kr,83,84,85,86 Xe131,132,134,136의 이온계수(c/s)를 같은 방법으

로 측정하고 평균값을 기록한다.

∙ 기체 크로마토그라피 측정에 사용하고 남은 혼합표 기체를 사 극자질량분석기

주입장치에 연결하여 시료와 같은 방법으로 각 동 원소에 한 이온세기(c/s)

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 헬륨 바탕기체에 Kr,Xe의 농도가 다른 일련의 혼합표 기체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고 표 검증곡선을 작성한다.

∙ 시료와 표 기체를 비교하여 동 원소 보정 시료의 Kr,Xe농도를 구한다.

∙ 천연 Kr Xe와 핵분열생성기체의 동 원소 분포가 다르므로 동 원소 보정하

여 핵분열생성기체의 Kr Xe농도를 산출한다.

(마)사 극자질량분석 결과

기체크로마토그라피 측정후 포집병에 남아 있는 시료를 기체주입장치에 주입하

여 동 원소분포비 조성분석을 수행하 다.방출핵분열생성기체 시료 측정 후

혼합표 기체를 사용하여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표 검증을 수행하 다.표 검증

곡선 작성에는 헬륨 바탕기체에 크립톤 제논이 약 0.5-3% 범 로 함유되어 있는

혼합표 기체를 사용하 다.표 3-2-67,68은 혼합표 기체를 사용하여 크립톤 제

논의 농도에 따른 질량 84 132의 이온계수(C/S_)를 측정한 결과이다.이것을 이

용하여 크립톤 제논 농도에 한 이온계수(C/S)를 도시한 결과 그림 3-2-1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R
2
>0.99이상의 좋은 직선성을 보 다.

Kr(%) c/s

0.5010 2600

0.9880 4680

2.0400 9420

3.0200 15000

Table3-2-67.Measurementresultsofkrypton84ion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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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38.Standard calibration curvesforkrypton and xenon using a

quadrupolemassspectrometer.



- 397 -

Xe(%) c/s

0.4980 641

1.0100 1250

2.0300 2500

3.0300 3770

Table3-2-68.Measurementresultsofxenon132ioncounts

사용한 3개 시료포집병에 따른 내용 차이로 사 극자질량분석기 주입압력이

달라진다.시료포집병에 남아 있는 3개 시료의 사 극자질량분석기 주입압력은

18.3-19.3torr범 이었다.정량분석 계산 시 시료포집병의 압력차 핵분열생성

기체와 천연 크립톤 제논 동 원소 분포비를 보정해주었다.

표 3-2-69은 사 극자질량분석기에 의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크립톤

제논 정량분석결과이다.측정한 3개 시료의 평균 크립톤 제논 농도는 각각

1.09,10.1% 으며 평균 Xe/Kr비는 9.3으로 기체 크로마토그라피에 비해 크립톤

이 약간 낮게 측정되었다. 한 측정한 3개 시료의 크립톤 제논 상 측정불

확도는 각각 1.0%,0.6%로 기체 크로마토그라피에 비해 측정 재 성이 떨어졌다.

　 Sample1 Sample2 Sample3 Average STDEV

Kr 1.08 1.09 1.05 1.09 0.01

Xe 10.2 9.98 10.1 10.10 0.17

Table3-2-69.Analysisresultsofareleasedfissiongasusingaquadrupole

massspectrometer

표 3-2-70,71는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동 원소 분포 측정결과

이다.표 3-2-70,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동 원

소 분포는 천연 동 원소분포와 다른 분포 특성을 보인다.핵분열생성기체의 크

립톤에서는 천연 크립톤에 존재하지 않은 질량 85동 원소가 약 5.9% 존재하며

질량 86의 분포가 50.7%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다. 한 핵분열생성기체의 제

논에서는 천연 제논 동 원소 분포와 달리 질량 136동 원소가 42.3%로 가장 높

은 분포를 보인다.핵분열생성기체 크립톤 제논 동 원소 분포의 상 측정불

확도는 각각 0.1-1.0%,0-1.1%로 좋은 측정 재 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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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ample1 Sample2 Sample2 Average STDEV

83 10.1 10.3 10.1 10.2 0.12

84 33.5 33.2 33.3 33.3 0.15

85 5.8 5.9 5.9 5.9 0.06

86 50.6 50.6 50.7 50.7 0.06

Total 100 100 100 100 　

Table3-2-70.Kryptonisotopesdistributionofareleasedfissiongas

Xe Sample1 Sample2 Sample2 Average STDEV

131 5.6 5.5 5.5 5.6 0.06

132 23.5 23.5 23.5 23.5 0.00

134 28.7 28.6 28.6 28.6 0.06

136 42.2 42.4 42.4 42.3 0.12

Total 100 100 100 100 　

Table3-2-71.Xenonisotopesdistributionofareleasedfissiongas

(3) 용성 시험 조사핵연료내 잔류핵분열기체 측정

(가)시료 비 융해/포집

원자력발 소에서 인출된 조사핵연료 시료를 사용하여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

을 한 불활성기체융해법 실험 인 라의 용성을 시험하 다. 용성 시험

상으로 선정한 조사핵연료 축방향 간 치에서 약 4mm의 두께로 단하 다.

이 단된 시료를 그림 3-2-139과 같은 개념으로 다시 2mm 두께로 단하고 소결

체의 심 방향에서부터 폭 1.2mm x길이 1.2mm x깊이 2.0mm의 크기로 단

하여 심, 간,외부 시료를 비하 다.이 용성 시험 조사핵연료는 진을 주

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결체 반경방향 시료 채취가 가능하 다.소결체 최외부에

붙어 있는 피복 은 마이크로 단기로 제거하 다. 용성 시험을 해 비한 시

료는 그림 3-2-140와 같은 작은 조각 모양이다. 단한 각각의 시료를 알루미늄 재

질의 시료병에 투입하여 고방사성 시료 이송용기로 이송하여 다음과 같은 차로

용성 시험에 사용하 다.

∙ 조사핵연료 시료가 들어 있는 고방사성 시료 이송용기를 핵연료 융해장치가 설

치되어 있는 차폐 로 박스 연결하여 내부로 투입한다.

∙ 시료가 들어 있는 알루미늄병의 무게를 소숫 이하 넷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측

정하고 뚜껑을 열어 핵연료 융해장치(EF-500)시료투입구에 투입한다.

∙ 빈 알루미늄병의 무게를 다시 소숫 이하 넷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측정하여 시

료의 무게를 계산,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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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39.Sample preparation conceptforretained fission gas

measurementsofanirradiatedoxidefuel.

Fig.3-2-140.A fragmentof

anirradiatedoxidefuel.

Fig.3-2-141.Ameltofan

irradiatedoxide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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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 융해장치 작동 차에 따라 융해로의 하부 극을 내린다.

∙ 흑연도가니에 니 바스켙 1개,주석 펠렛 2개를 넣고 기기의 작동 차에 따라

조작한다.

∙ 융해조건은 outgassing 류 900A,outgassing시간 15 ,2사이클,융해 류

850A,융해시간 120 로 설정한다.

∙ 흑연도가니 outgassing후 시료 투입시 120 간 시료 포집병에 방출기체를 포집

한다.

∙ 잔류핵분열생성기체를 포집한 포집병을 기체혼합기에서 일정 시간 혼합시킨 후

사 극자질량분석 차에 따라 크립톤 제논을 정량한다.

(나)조사핵연료 융해시험 결과

조사핵연료 융해장치에서 니 주석 조연제와 함께 융해한 융해물은 모의 조

사핵연료(SIMFUEL)와 마찬가지로 그림 3-2-141과 같은 작은 단추 모양이었다. 한

이 융해물은 흑연도가니 내에 분리되어 있었으며 검은 색을 띄었다.융해물 주변에

는 주석으로 추정되는 분말이 부착되어 있었다.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을 해 시료포집병에 포집한 기체는 450cc/min유량

의 헬륨 바탕기체에 미량의 크립톤 제논이 혼합된 조성이다.따라서 포집기체에

서 헬륨과 크립톤 제논 상호간의 큰 질량차에 의한 조성분리를 상 할 수 있

다.이와 같은 시료의 비균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포집병을 기체혼합기에서 충분히

혼합한 후 측정에 사용하 다.

사 극자질량분석기 주입쳄버의 진공도가 1.0x10
-4
torr이하로 유지되면 진공,

차단하고 시료포집병의 밸 를 열어 포집기체를 쳄버 내로 확산시킨다.약 2-3분 후

주입기체의 압력 온도를 측정,기록하고 정 리크밸 를 조 하면서 시료를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이온화부로 주입한다.이때 이온화부의 진공도는 약 1.0x10
-7

torr정도 유지하며 다른 시료 혹은 표 기체 주입시 진공도 변화에 계없이 주입

속도를 고정시킨다.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측정 차에 따라 MID 모드로 SEM 압 1400V,빔 류

500μA에서 크립톤 제논 동 원소의 이온계수(c/s)를 측정 하 다.그림 3-2-142,

143는 용성 시험 조사핵연료 융해시 포집한 시료의 크립톤 제논 스펙트럼이

다.

표 3-2-72은 용성 시험에 사용한 조사핵연료의 무게 포집량 측정결과이다.

용성 시험에 사용한 조사핵연료의 무게는 약 0.04-0.06g이었다.이 시료를 융해하

면서 시료포집병에 포집한 기체의 주입압력은 약 416-442torr범 으며 포집량은

1기압 0℃의 표 상태에서 809-902cc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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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42.Krypton isotopesspectrum for

retainedfissiongas.

Fig. 143. Xenon isotopes spectrum for

retainedfission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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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g) Pressure(torr) Volume(STP)

Center 0.0517 419.9 808.5

Middle 0.0560 441.7 847.6

Out 0.0396 416.1 902.1

Table3-2-72.Weightoftestsamplesandcollectedvolumewhileitsfusing

사 극자질량분석기 가속 압 1400V,빔 류 500μA에서 MID 모드로 포집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이온계수(c/s)를 측정하 다.이온계수(c/s)는 사이클링 방

식으로 측정하여 이온계수(c/s)가 안정될 때의 평균값을 취하 다.표 3-2-73,74

에 포집기체의 크립톤 동 원소 83,84,85,86 제논 동 원소 131,132,134,

136의 이온계수(c/s)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Center Middle Out

83 9720 13500 2840

84 28900 41800 8350

85 5060 7170 1510

86 44600 64100 12200

Total 88280 126570 26246

Table3-2-73Ioncountmeasurementresultsofkryptonisotopes

Center Middle Out

131 61100 85300 16400

132 196000 293000 55900

134 245000 363000 68500

136 361000 534000 102000

Total 863100 1275300 243898

Table3-2-74Ioncountmeasurementresultsofxenonisotopes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정량분석은 one-point표 기체 측정방

식으로 계산하 다.헬륨 바탕기체에 크립톤 제논이 각각 10.0ppm,9.85ppm

함유되어 있는 혼합표 기체를 사용하 다.사 극자질량분석기 주입쳄버에 시료

와 같은 압력으로 혼합표 기체를 주입하고 상호 비교하여 정량분석하 다.정량

분석 차는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자료 생산에서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표 3-2-75은 용성 시험 조사핵연료의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결과이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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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시험으로 선정한 시료의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결과 크립톤 제논이 각각

0.073-0.101cc/gU,0.680-0.956cc/gU로 검출되었다.총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분

포는 0.759-1.328cc/gU 범 으며 소결체 외부에서 가장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

다.측정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Xe/Kr비는 9.45-9.65의 범 로 간 부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osition Kr(cc/gU) Xe(cc/g) Total(cc/gU) Xe/Kr

Center 0.101 0.956 1.057 9.472

Middle 0.125 1.204 1.328 9.645

Out 0.073 0.686 0.759 9.453

Table3-2-75.Analysisresultsofretainedfissiongas

표 3-2-76는 용성 시험 조사핵연료 의 코드 연소도 54.5GWd/tU 기

235U 농축도 4.51%를 기 으로 계산한 핵분열생성기체의 발생량(Fission gas

generation,FGG)이다.이론 인 크립톤 제논 생성량은 각각 0.150cc/gU,

1.477cc/gU이며 총생성량은 1.627cc/gU가 된다.이것을 기 으로한 용성 시

험 조사핵연료의 핵분열생성기체 잔류율은 47-85%로 계산되었다.

Nuclide (cc/gU) (cc/gUO2)

Kr 0.150 0.13

Xe 1.477 1.30

Total 1.627 1.43

Table3-2-76.Fissiongasgenerationbyacodecalculationforthetestedfuel

rod

원자로에서 정상 으로 연소되었을 경우 핵연료 조직내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

율은 핵연료의 온도에 가장 큰 향을 받는다.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소결체

심의 온도가 가장 높고 이 부분에서 핵분열생성기체의 thermalrelease가 가장

높을 것이다.실제 용성 시험 조사핵연료의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결과 그림

3-2-144,1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결체 반경방향 최외부 시료에서 핵분열생성기

체의 잔류율이 가장 낮았다.소결체 반경방향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특성을 고찰

하기 해서는 microcoring같은 정 시료 비 기구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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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44.Retention profile ofkrypton along

radialdirectionofanirradiatedoxidefuel.

Fig.3-2-145.Retention profile of xenon along

radialdirectionofanirradiatedoxide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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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소이력이 확실한 조사핵연료를 선정하여 잘 정의된 실험을 통한 련 자

료의 축 이 요구된다.표 3-2-77,78은 용성 시험 조사핵연료 소결체 반경 방향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동 원소 분포 측정결과이다.천연 크립톤

에 존재하지 않은
85
Kr가 평균 6.0% 함유되어 있으며 질량 86의 분포가 약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천연 제논 동 원소 분포와 달리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의 제논에서는 질량 136이 약 42%로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었다.이와 같은 크립

톤 제논의 동 원소 분포는 형 인 핵분열생성기체의 특성을 나타낸다.

Isotopes Releasedfission
gas(%)

Retainedfission
gasatcenter
position(%)

Retainedfission
gasatmedian
position(%)

Retainedfission
gasatouter
position(%)

83 10.2 11.0 10.5 10.9

84 33.3 32.7 32.5 33.5

85 5.9 5.7 5.6 6.0

86 50.7 50.5 49.8 49.7

Total 100 100 100 100

Table3-2-77.Comparisonsofkryptonisotopesdistributions

Table3-2-78.Comparisonsofxenonisotopesdistributions

Xe Releasedfission
gas(%)

Retainedfission
gasatcenter
position(%)

Retainedfission
gasatmedian
position(%)

Retainedfission
gasatouter
position(%)

131 5.6 7.1 6.7 6.9

132 23.5 22.7 23.0 23.0

134 28.6 28.4 28.5 28.2

136 42.3 41.8 41.9 42.0

Total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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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용후핵연료 내 잔류 핵분열생성기체 분포 측정

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생성된 핵분열생성기체는 핵연료 조직 내에 잔류되거나

핵연료 내 자유공간으로 방출된다.핵분열생성기체의 발생량은 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라 직선 으로 증가하지만 방출거동은 간단하게 설명되지 않는다.핵분열생성기

체의 방출 잔류거동에 한 실험 자료는 핵연료의 연소거동 평가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발생된 핵분열생성기체의 분포거동을

규명하기 해 설계 특성 연소이력이 명확한 조사핵연료 을 선정하여 방출

잔류핵분열생성기체 분포를 측정하 다.

가.조사핵연료 선정

1)핵연료 제조 설계특성

용성 시험 후 조사핵연료 핵분열생성기체 분포자료 생산을 해 핵연료 설

계 특성 연소이력이 명확한 조사 핵연료 을 선정하 다.핵연료 은 노내 검

증 시험용인 Leadingtestassembly(LTA)에서 인출하 으며 이 집합체의 상세 설

계 요소는 표 3-2-79에 나타내었다.

Item Specification

Fuelpellet Material/enrichment(wt%) UO2/4.49/4.00

Diameter(mm) 8.192

Pelletlength,(mm) 9.83

Pelletdensity(g/cc) 10.44(95+1.5-1.0% TD)

Fuelrod Cladmaterial ZIRLO

Outsidediameter/length(mm) 9.50/4,094

Cladthickness(mm) 0.572

Diametergap(µm) 165

Plenum length(mm) 254

Plenum volume(cc) 12.43

Activelengthoffuel(mm) 3,810

WeightRod,Kg 2.52

UO2/Umetalkg/rod 2.077/1.831

Clad,kg/rod 0.43

SUS,krg/rod 0.01

Fuelassembly Rodarray/No.offuelrod 16x16/236

Normalfuelrod 176(4.49wt% U-235)

Low enrichedfuelrod 52(4.00wt% U-235)

Gadoliniarod 8(8wt% ofGd2O3bearing)

No.ofspacer(bottom/mid/top) 1In-718/9ZIRLO/1In-718

Table3-2-79.Designparametersoftheirradiated fuelrod whichwasselected to

producedataofretainedfissiongascom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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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의 기
235
U 농축도는 4.49%,4.40%이며 도 10.44g/cm

3
(95%TD)이다.

핵연료 의 activelength3810mm,plenum length254mm이며 방출핵분열생성기

체가 잔류할 수 있는 자유공간 체 (plenum volume)은 12.43cc이다.단 핵연료

에 충진된 핵연료의 무게는 UO2로 2.077Kg,U으로 1.83Kg이다.이 집합체는

16x16타입이며 235U 기 농축도 4.49% 핵연료 176개,4.0% 핵연료 52개

8%의 Gd2O3를 함유한 poisonrod8개를 포함한 총 236개의 핵연료 으로 구성되어

있다.

2)핵연료 연소특성

선정한 핵연료의 주요 연소이력은 표 3-2-80 그림 3-2-146에 나타내었다.시험

집합체는 5주기 463일 20.964GWd/tU,6주기 475일 20.295GWd/tU,7주기 468일

15.647GWd/tU연소되었다.Effectivefullpowerday(EFPD)는 1406일,코드 측

연소도 56.9GWd/tU이다.시험집합체의 인출 후 조사시험까지의 냉각시간은 1357

일이다.시험 집합체는 원자로내에서 장소를 옮기면서 3주기 연소되었다.시험 집

합체의 주기별 평균출력은 45.28GWd/tU,42.73GWd/tU,33.43GWd/tU이다.

Irradiationcycles 3cycles

Effectivefullpowerdays(EFPD) 1406days

Codepredictedburn-up 56.9GWd/tU

Coolingtime 1357days

Table3-2-80.Irradiationhistoryofthetestedassembly

나.조사핵연료 시료채취

1) 시료채취 치 선정

핵연료의 연소거동 규명을 해 1개 조사 핵연료 체에 한 감마스 닝,산

화층, 도,수소화 측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조사후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시험

조사핵연료 의 체 길이는 4094mm이며 핵연료가 충진된 길이(activelength)는

3810mm이다.조사 핵연료 의 축방향 치에 따른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 특성을

규명하고자 그림 3-2-147과 같이 조사 핵연료 의 축방향 감마스 닝,산화층두께

직경 측정결과를 참고하 다.축방향 감마스 닝 결과를 참조하여 평균 인 연

소도를 보이는 평탄한 부분에서 피복 외부 산화층두께가 크게 증가하는 4곳을 시

료 채취 치로 선정하 다.원자로에서 핵연료의 성자 조사시 핵연료 의 축방향

높이에 따라 핵연료의 온도구배가 일어난다.축방향 간 부분의 핵연료 온도가 가

장 높고 그것을 심으로 좌,우로 가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특성을 보인다.시료 선

정 시 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른 온도분포 특성을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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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46.Averagepowerrateofthetested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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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채취 치는 조사핵연료 축방향에 따라 평균 연소도를 보이면서 피복

외부산화층 두께가 크게 증가하는 부분을 선정하여 4개 구역으로 나 었다. 그

림 148-151은 시료채취 치로 선정한 4개 구역의 감마스 닝,피복 외부산화층

직경변화율의 상세 측정결과이다.조사 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라 300-700

mm,1800-2200mm,2600-3000mm,3400-3800mm로 구분하여 원주방향에 따라

0°,90°,180°,270°에 회 시키면서 측정하 다.

그림 3-2-152에 조사 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른 시료 채취 치를 표시하

다.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 외에 조직검사,수소화, 도 등 기타 물리화학

시험에 사용하기 해 1개 구역의 시료 크기는 40mm 두께로 하 다. 시료명

체취 치는 다음과 같다:S1;618-658mm,S2;1908-1948mm,S3;2696-2736

mm,S4;3537-3577mm.

조사후 핫셀에서 조사 핵연료 을 수직방향으로 세워 그림 3-2-153와 같이 축방

향 높이에 따라 단할 상,하 부분 40 mm를 원격으로 마킹하 다.그림

3-5-154~161은 핵분열생성기체 분포측정을 해 선정한 조사핵연료 시료채취

치 표시부분의 외 사진이다.조사 핵연료 외 검사를 해 원주방향에 따

라0°,90°,180°,270°로 회 시키면서 촬 하 다.

2) 조사핵연료 시료 채취 이송

가)평균시료(bulksample)

핫셀에서 시료채취 부분을 표시한 조사 핵연료 을 수평으로 놓고 low speed

saw를 사용하여 시료채취 부분을 40mm 크기로 단하 다.조사핵연료는 성

자 조사에 의해 물성이 열화 되어 있으므로 피복 단시 가능한 조사핵연료의

원형을 보존하기 해 속으로 충분히 냉각시키면서 단해야 한다.조사 핵연

료 축방향 높이에 따라 40mm 크기로 단된 4개의 시료가 얻어진다.

이 게 얻어진 40mm 크기의 조사핵연료를 사용하여 잔류핵분열생성기체,수

소화 도 측정과 거시조직 미세조직을 검사해야 한다.잔류핵분열생성기

체 측정에는 단한 40mm 크기의 조사핵연료 일부를 사용한다.조사 핵연료

축방향에 따른 평균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 시료(bulk시료)는 그림 3-2-162과

같은 개념으로 비하 다.40mm 두께로 단된 조사 핵연료 을 다시 2mm

두께로 단한 후 디스크 형태의 작은 시료를 만들었다.그림 3-2-163에 시료

비과정을 도시하 다.

핵연료 제조시 핵연료와 피복 사이에 일정 크기의 틈새가 존재하도록 설계한

다.본 시험 조사핵연료 의 제조 설계에 따르면 핵연료와 피복 사이의

diametergap은 약 165μm이다.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핵연료 팽윤 피복

산화층 생성에 의한 상호 으로 diametergap이 없어지고 폐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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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47.Selection concept of sampling

positionsfordetermination ofretained fission

gas.

Fig. 3-2-148. Measurement results of

gamma scanning,oxide thickness and

fueldiameterbetween300-700mm.

Fig. 3-2-149. Measurement results of

gamma scanning,oxide thickness and

fueldiameterbetween1800-2200mm.

Fig. 3-2-150. Measurement results of

gamma scanning,oxide thickness and

fueldiameterbetween2600-3000mm.

Fig. 3-2-151. Measurement results of

gamma scanning,oxide thickness and

fueldiameterbetween3400-38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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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52.Samplingpositionsforretainedfissiongasmeasurement. 

Fig.3-2-153.Markingontheirradiatedfuelrodfor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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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54.Photographsofmarkingpositionat618mm forS1sample.

Fig.3-2-155.Photographsofmarkingpositionat658mm forS1sample.

Fig.3-2-156.Photographsofmarkingpositionat1908mm forS2sample.

Fig.3-2-157.Photographsofmarkingpositionat1948mm forS2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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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58.Photographsofmarkingpositionat2696mm forS3sample.

Fig.3-2-159.Photographsofmarkingpositionat2736mm forS3sample.

Fig.3-2-160.Photographsofmarkingpositionat3537mm forS4sample.

Fig.3-2-161.Photographsofmarkingpositionat3577mm forS4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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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62.Samplepreparationconceptformeasurementof

retainedfissiongasofabulkspecimen.

Fig. 3-2-163. Sample preparation for measurement of

retainedfissiongas. 

Fig.3-2-164.Samplepreparationconceptforalocalsamplealongwith

radialdirectionofanirradiatedoxidepellet.

Fig. 3-2-165. A home

made special tools for

samplepreparation.

Fig. 3-2-166. Separation of

the divided fuel samples

usingspecial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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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연소 조사핵연료 에서 피복 과 핵연료의 분리가 용이하지 않다.두께

2mm의 디스크 형태로 비한 시료도 핵연료와 피복 이 서로 붙어 있는 상태

이었다.채취한 시료에서 피복 을 분리하기 해 핫셀에서 시료 비용으로 사

용하는 몰딩 스로 핵연료를 분리하 다.분리된 작은 조각 형태의 조사핵연

료를 알루미늄 재질의 시료병에 채취하여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bulk시료)에

사용하 다.

나)소결체 반경방향 시료

원자로에서 핵연료의 성자 조사시 소결체 반경방향에 따라 온도구배가 일어난

다.핵연료 소결체 심부의 온도가 약 1200℃로 가장 높으며 표면의 온도가 약

400℃로 낮아지는 온도분포 특성을 보인다. 한 핵연료 표면 약 100μm의 고연소

역에서 핵연료 결정립이 쪼개지는 재결정 조직(rim 조직)이 생성된다.이와 같은

핵연료 소결체 반경방향에 따른 온도구배와 조직 변화는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

특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조사핵연료에는 많은 틈새,공극 기포가 존재하는 등 핵연료의 성자 조사

에 의해 물성이 열화 되어 있다.따라서 조사핵연료는 내충격성이 약하며 어떤 조

치 없이 단하게 되면 핵연료의 반경방향 치 핵연료의 고유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이러한 조사 핵연료의 물성을 고려하여 반경방향 시료 비 시 단

한 조사 핵연료 에 진을 주입하여 건고시킨 후 단하 다.

조사핵연료의 반경방향에 따른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 시료는 소결체의 반경

방향 온도구배를 참조하여 그림 3-2-164과 같이 소결체의 심, 간 외부로 구

분하 다.조사핵연료에 테이 를 부착하여 폭 1.3mm x깊이 2.0mm x길이 2.0

mm의 크기로 심, 간,외부의 3개 시료를 비하 다.테이 에 붙어 있는 시

료를 그림 3-2-165와 같은 특수 공구를 사용하여 각 치별로 분리,채취하 다.그

림 3-2-166는 소결체 반경방향에 따라 심, 간,외부로 구분하여 단한 시료를

착테이 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이다.

다)시료이송

조사후 핫셀에서 비한 시료의 잔류핵분열생성기체를 측정하기 해 고방사성

시료 이송용기를 이용하여 차폐핵연료융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실험실(7414)로

이송하 다.1차 이송시 축방향 4개 치 각 4개 시료 소결체 반경방향 국부시

료 4개 치 각 3개 시료의 총 28개 시료를 이송하 다.1차 시료 측정완료 후 융

해물을 조사후 핫셀로 이송하고 다시 축방향 4개 치 각 4개 시료 총 16개의 시료

를 이송하 다.고방사성 시료의 이송개요는 다음과 같다.

∙ 1개의 알루미늄 시료병에 조사 핵연료 조각 1개를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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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가 들어 있는 알루미늄병을 깨끗한 비닐백에 투입한다.

∙ 이때 이송 후 비닐백에 들어 있는 알루미늄병을 용이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조

치한다.

∙ 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른 평균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을 한 시료

(bulk시료)와 소결체 반경방향에 따른 심, 간,외부의 국부시료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비닐백에 투입한다.

∙ 비닐백에 투입한 시료를 속조직 시험 핫셀로 옮긴다.

∙ 미리 고방사성 시료 이송용기 내부의 시료수납 에 시료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

의 라스틱통을 설치해둔다.

∙ 미리 고방사성 시료 이송용기를 조사후 9000구역 인터벤션의 시료 반입,반출

스크어 터에 결합시킨다.

∙ 시료 반입,반출 핫셀의 스크어 터 도어를 열고 고방사성시료 이송용기의 시

료수납 을 핫셀 내부로 어 넣는다.

∙ 원격조종기로 비닐백에 들어 있는 시료를 고방사성시료 이송용기의 시료수납

라스틱통에 투입한다.

∙ 고방사성시료 이송용기에 시료투입이 완료되었으면 시료수납 을 원 치 시키고

핫셀 이송용기의 도어를 닫는다.

∙ 고방사성시료 이송용기에 시료 반입 후 주변 제염 이송용기의 표면오염여부

를 확인하고 작업 차에 따라 실험실(7414)로 이송한다.

3)조사핵연료 융해평가

불활성기체융해시 생성된 융해물의 융해상태를 평가하 다.조사핵연료 융해물은

고방사성 시료이므로 융해평가에는 고에 지 감마선을 차폐할 수 있는 툭수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가)조사핵연료 융해

모의조사핵연료(SIMFUEL)불활성기체융해 조건의 조사핵연료에 한 용성을

평가하 다.조사핵연료의 잔류핵분열생성기체를 측정과정에서 생성된 융해물을 임

의로 선택하여 융해 평가하 다.무게 0.051g의 조사 핵연료 조각 시료를 융해 류

850A에서 니 1.0g,주석 1.0g과 함께 헬륨분 기의 흑연도가니에서 120 간 융

해하 다.조사 핵연료 조각 시료의 융해물은 그림 3-2-167과 같이 모의조사핵연료

(SIMFUEL)융해물과 마찬가지로 검은색의 작은 단추 모양이었다. 한 융해물 표

면에는 주석으로 추정되는 미세분말이 부착되어 있으며 흑연도가니내에서 분리되어

있었다.

이 융해물은 고방사성 시료이므로 취 에 유의해야 하고 융해평가에는 고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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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을 차폐할 수 있는 특수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이 융해물을 차폐 로 박스

내에서 원격조종기로 깨끗한 라스틱통 담고 다시 비닐백에 투입하 다.차폐 로

박스에서 융해물이 들어 있는 비닐백을 반출하여 그림 3-2-168의 간이이송용기에

투입하고 뚜껑을 닫고 제염하 다.융해물이 들어 있는 간이이송용기를 차폐형 자

탐침미세분석기가 설치되어 있는 조자재시험시설로 이송하여 융해상태를 평가하

다.

나)조사핵연료 융해물 표면분석

조사핵연료의 융해상태를 평가하기 해 이송한 융해물을 핫셀에 투입하여 고온

진으로 마운 하고 거울상으로 연마하 다.융해물과 진사이의 기 도성

을 유지하기 해 융해물 표면에 코 을 하 으며 화학 부식(etching)처리를

하지 않고 융해상태를 평가하 다.융해물 평가에는 고에 지 감마선을 차폐할 수

있는 차폐형 자탐침미세분석기(Shielded Electron probe microanalyzer(EPMA),

CAMECA SR-50R)를 사용하 다.이 기기에는 4 의 장분산형엑스선스펙트로미

터(Wavelengthdispersivex-rayspectrometer(WDS))가 부착되어 있다.

화학 부식처리를 하지 않은 고방사성시료의 특성상 이차 자상(secondary

electronimage(SEI))의 해상도가 떨어지므로 융해물의 조직 찰에는 학 미경

후방산란 자상(backscatteringelectronimage(BEI))모드로 찰하 다.융해물 표

면을 좌측, 앙,우측의 세부분으로 구분,평가하 다.



- 418 -

Fig.3-2-167.Anobtainedmeltafterinert

gasfusionofanoxidefuelfragment.

Fig. 3-2-168. A small cask for

transportationofaradioactive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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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69.Optical

microscopicimage

(x400)

Fig.3-2-170.Back

scatteringelectron

image(BEI)(x500)

Fig.3-2-171.Back

scatteringelectron

image(BEI)(x1000)

Fig.3-2-172.Back

scatteringelectron

image(BEI)(x2000)

Fig.3-2-173.Back

scatteringelectron

image(BEI)(x3000)

Fig.3-2-174.Back

scatteringelectron

image(BEI)(x4000)

Fig.3-2-175.Back

scatteringelectron

image(BEI,x1500)

Fig.3-2-176.
Distributionof

uranium (x1500)

Fig.3-2-177.

Distributionof

nickel(x1500)

Fig.3-2-178.

Distributionoftin

(x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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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융해물 좌측 융해상태

그림 3-2-169~174는 융해물 좌측의 400,500,1000,2000,3000,4000배로 촬 한

학 미경상 후방산란 자상(backscatteringelectronimage(BEI))이다.어떤 시

료의 후방산란 자상으로부터 재료의 평균 도를 추정할 수 있다.즉 시료에서 평

균 도가 높은 속상 부분은 주사 자의 높은 후방산란으로 밝게 보인다.융해물

좌측 부분의 조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히 다른 속상을 볼 수 없으며 UO2의

형 인 polygonalequiaxiedgrain조직이 발견되지 않았다.따라서 조사 핵연료

의 UO2+x가 조연제인 니 ,주석 등과 함께 불활성기체 고온융해에 의해 속 합

상으로 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융해물의 원소분포 균질도를 찰하기 해 융해물 좌측 부분의 1500배 확 면에

서 U,Ni,Sn의 분포(areamapping)를 측정하 다.그림 3-2-175~17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융해물 좌측 부분의 원소 분포 측정결과 U,Ni,Sn이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

으며 Ni와 Sn은 서로 반 의 분포 경향을 보 다.따라서 이 융해물은 균일 조성의

합 이 아니며 반응 속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intermetallicalloy형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융해물 좌측 부분에서 자빔스 닝 모드로 길이 200μm 부분에 한 U,Ni,Sn의

선분석(linescanprofile(LSP))을 수행하 다.그림 3-2-179,180에 U,Ni,Sn의 선분

석 결과를 wt% at%로 나타내었다.조사핵연료 조각 0.051g을 니 1.0g 주

석 1.0g과 함께 융해하 으므로 최 융해실험 투입시 UO2의 농도는 약 2.5wt%가

된다.니 주석에 비해 조사 핵연료의 투입 농도가 낮아 융해물의 치에 따라

U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융해물의 선분석(linescanprofile(LSP))상에서도

니 주석은 서로 다른 분포를 보인다.

융해물 좌측 부분의 후방산란 자상(BEI)1500배 확 면에서 stagescanning

mode로 37개 에 해 U,Ni Sn의 선분석(Linescanprofile(LSP)을 수행하

다.그림 81,82는 stagescanningmode로 융해물 좌측 부분 37개 (point)의 U,

Ni,Sn의 선분석(Linescanprofile(LSP)결과를 wt% at%로 도시한 것이다.여기

서도 U의 분포가 매우 불규칙 이며 Ni,Sn의 서로 반 분포임을 알 수 있다.

(2)융해물 앙 융해상태

그림 83-88은 융해물 앙의 임의 치에 해 400,500,1000,2000,3000,4000

배로 촬 한 학 미경상 후방산란 자상이다. 어떤 시료의 후방산란 자상

(backscatteringelectronimage(BEI))으로 재료의 평균 도를 추정할 수 있다.즉

시료에서 평균 도가 높은 속상 부분은 주사 자의 높은 후방산란으로 밝게 보

인다.융해물 앙 부분의 조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히 다른 속상을 볼 수

없으며 UO2의 형 인 polygonalequiaxiedgrain조직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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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79.LinescanprofileofU,Ni

andSnover200μm space(wt%).

Fig.3-2-180.Linescan profileofU,Ni

andSnover200μm space(at%).

Fig.3-2-181.LinescanprofileofU,Ni

andSnfor37points(wt%).

Fig.3-2-182.LinescanprofileofU,Ni

andSnfor37point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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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사핵연료의 UO2+x가 조연제인 니 ,주석 등과 함께 불활성기체 고온 융

해에 의해 속 합 상으로 환된 것으로 생각된다.

융해물의 원소 분포 균질도를 찰하기 해 융해물 앙 부분 임의 치의

1500배 확 면에서 U, Ni, Sn의 분포(area mapping)를 측정하 다. 그림

3-2-189~1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융해물 앙 부분의 원소 분포 측정결과 U,Ni,

Sn이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Ni와 Sn은 서로 반 의 분포 경향을 보 다.따

라서 이 융해물은 균일 조성의 합 이 아니라 이들 속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intermetallicalloy형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3)융해물 우측 융해상태

그림 3-2-193~198는 융해물 앙의 임의 치에 해 400,500,1000,2000,3000,

4000배로 촬 한 학 미경상 후방산란 자상이다.어떤 시료의 후방산란 자

상(backscatteringelectronimage,BEI)으로 재료의 평균 도를 추정할 수 있다.즉

시료에서 평균 도가 높은 속상 부분은 주사 자의 높은 후방산란으로 밝게 보

인다.융해물 우측 부분의 조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히 다른 속상을 볼 수

없으며 UO2의 형 인 polygonalequiaxiedgrain조직이 발견되지 않았다.따라

서 조사핵연료의 UO2+x가 조연제인 니 ,주석 등과 함께 불활성기체 고온 융해에

의해 속 합 상으로 환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융해물의 원소분포 균질도를 찰하기 해 융해물 우측 부분 임의 치의 1500

배 확 면에서 U,Ni,Sn의 분포(areamapping)를 측정하 다.그림 3-2-199~20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융해물 우측 부분의 원소 분포 측정결과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

로 U,Ni,Sn이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Ni와 Sn은 서로 반 의 분포 경향을

보 다.따라서 이 융해물은 균일 조성의 합 이 아니라 이들 속의 혼합물로 이

루어진 intermetallicalloy형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모의조사핵연료(SIMFUEL)와 마찬가지로 조사핵연료의 불활성기체융해에서도 융

해물에서 산소가 검출되지 않으며 U,Ni,Sn의 분포가 매우 불규칙 이다.이것은

융해 반응에 투입된 조사핵연료의 농도가 UO2환산 약 2.5wt%로 낮고 융해반응

시간이 120 로 짧으며 작은 흑연도가니에서 교반작용 없이 융해되었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그러나 융해물의 표면분석 결과 조사핵연료 UO2+x의 산소가 불활성

기체 융해과정에 휘발되었으며 이것은 이 융해조건에서 완 융해되었음을 의미한

다.융해물 임의 치에서 자탐침미세분석 개념상 넓은 공간인 3490μm에 해

Ni,Sn,U의 선분석(linescanprofile(LSP))을 수행하 다.그림 3-2-203,204는 융해

물 3490μm에 한 Ni,Sn,U의 linescanprofile(LSP)결과이다.



- 423 -

Fig.3-2-183.Optical

microscopicimage

(x400)

 

Fig.3-2-184.Back

scatteringelectron

image(BEI)(x500)

Fig.3-2-185.Back

scatteringelectron

image(BEI)(x1000)

Fig.3-2-186.Back

scatteringelectron

image(BEI)(x2000)

Fig.3-2-187.Back

scatteringelectron

image(BEI)(x3000)

Fig.3-2-188.Back

scatteringelectron

image(BEI)(x4000)

Fig.3-2-189.Back

scatteringelectron

image(BEI)

(x1500)

Fig.3-2-190.

Distributionof

uranium (x1500)

 

Fig.3-2-191.

Distributionof

nickel(x1500)

 

Fig.3-2-192.

Distributionoftin

(x1500)

 



-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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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03.Linescanprofile(LSP)ofnickelandtinover3490 μm ofamelt

space.

Fig.3-2-204.Linescanprofile(LSP)ofuranium over3490μm ofameltspace.

Fig.3-2-205.Linescanprofile(LSP)ofoxygenover3737μm ofamelt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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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넓은 역의 선분석에서 융해물의 Ni,Sn분포는 비교 균일하지만 U

은 치에 따라 매우 불규칙한 분포 특성을 보인다.

융해물 임의 치에서 3737μm에 해 산소의 선분석(linescanprofile(LSP))을

수행하 다.그림 3-2-205는 융해물 표면 3737 μm에 한 산소 선분석(linescan

profile(LSP))결과의 화면 사진이다. 자탐침미세분석에서 산소와 같은 경원소는

원리상 엑스선 발생 효율이 매우 낮고 무거운 원소의 L,M-각 엑스선과 겹쳐 바탕

값이 높아지게 된다.선분석(linescanprofile(LSP))결과,융해물에서 측정된 산소

피크의 세기가 매우 낮고 통계 으로 의미가 없는 분포를 보인다.따라서 헬륨 분

기의 흑연 도가니에서 조사핵연료가 속 조연제와 함께 고온 융해되어 U,Ni,

Sn이 혼합되어 있는 intermetallicalloy형태의 융해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핵연료 편의 불활성기체 융해 시 화학반응식은 식(3-2-16)과 같이 상되며

조사핵연료 UO2+x의 산소는 흑연 도가니의 탄소와 반응하여 CO로 휘발될 것으로

사료된다.

UO2+M+4C=UM2+4CO..........................................(3-2-16)

여기서 M; 속조연제

C;흑연도가니

조사핵연료 0.051g을 니 1.0g,주석 1.0g과 함께 불활성기체 분 기에서 고온

융해하여 얻은 융해물 임의 50 (point)에 해 U,Ni,Sn의 자탐침미세분석을

수행하 다. 자탐침미세분석기에 의한 융해물 정량분석 시 가속 압 25kV,빔

류 300μA,PET,LIF결정의 장분산형엑스선스펙트로미터(Wavelengthdispersive

x-rayspectrometer(WDS)을 사용하 다.융해 시 투입 U,Ni,Sn의 농도는 각각

2.48,48.78,48.78wt%로 계산된다.

표 81는 융해물 임의 치 50 (point)에 한 U,Ni,Sn의 정량분석결과이다.

표 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융해물의 U,Ni,Sn평균 농도는 각각 2.36,50.1,47.5

wt%로 측정되었다.융해물의 U 상농도가 약 2.5%인데 정량분석결과 약 2.4%로

융해 실험 투입 조성과 매우 유사한 조성임을 알 수 있다.융해물의 정량분석결과

Ni의 농도는 융해 실험 투입 농도에 비해 약 1% 높은 값을 보 지만 Sn의 농도는

약 1% 낮게 측정되었다. 자탐침미세분석기에 의한 융해물의 정량분석결과 측정

치에 따른 U의 상 측정불확도가 약 550%로 매우 높았다. 한 Ni,Sn의 상 측정

불확도가 각각 21,5%로 Sn에 비해 Ni의 분산도가 크게 나타났다.따라서 조사핵연

료 조각 시료와 Ni,Sn의 불활성기체융해 시 U-Ni-Sn혼합물의 inetermetallicalloy

가 생성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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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i Sn Total

Input

composition(wt%)
2.49 48.8 48.8 100

Found

composition(wt%)
2.36 50.1 47.5 100

STDEV 13.4 11.2 2.43 　

Table3-2-81.Quantitativeanalysisresultsofthemeltusing ashielded

electronmicroprobeanalyser(EPMA)

4)방출핵분열생성기체 측정

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생성된 핵분열생성기체는 부분 핵연료 조직 내에 잔

류되어 있으나 일부는 핵연료 조직을 이탈하여 핵연료 내 자유공간(plenum)으로

방출된다.원자로에서 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 특성을 규

명하기 해 조사 핵연료 내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조성 동 원소 분포를 측정

하 다.

가)천공/포집

본 시험 상 핵연료 의 설계 자료에 의하면 자유공간(plenum)길이 자유공

간 체 은 각각 254mm,12.43cc이다.조사 핵연료 의 자유공간(plenum)부분

을 천공하여 방출핵분열생성기체를 내용 약 20cc의 시료 포집병 3개에 포집하

다.

나)기체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측정

천공/포집장치로 내용 약 20cm3의 시료 포집병 3개에 기압 보다 낮은

897mbar로 포집한 시료의 평균 표면선량율은 약 106μSv/hr이었다.방출핵분열

생성기체를 포집한 시료 포집병을 측정 실험실로 옮겨 기체크로마토그라피 측정

차에 따라 정량분석을 수행하 다.

다)사 극자질량분석기에 의한 측정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기체크로마토그라피 측정 후 포집병에 남아 있는 시료의

조성 동 원소 분포를 측정하 다.시료 포집병을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주입

쳄버에 연결하 을 때 약 17.5torr기체가 잔류되어 있었다.사 극자질량분석기

의 이온화부 진공도가 약 1.0E-7torr되도록 시료 주입속도를 조 하면서 측정

차에 따라 크립톤 제논 동 원소의 이온계수(c/s)를 측정하 다.

라)방출핵분열생성기체 측정 결과

(1)기체크로마토그라피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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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방사성동 원소는 부분 반감기가 짧

고 성자 포획단면 커서 붕괴 혹은 다른 핵종으로 변환된다. 방출핵분열생

성기체 시료에 남아 있는 방사성 동 원소는 반감기 약 10.7년인
85
Kr이다.방

출핵분열생성기체 포집병의 표면선량은 약 106μSv/hr정도 으며 기체크로마

토그라피 주입압력은 약 404torr정도 다.

기체크로마토그라피 표 검증에는 헬륨 바탕기체에 크립톤 제논 0.5-3.0

v% 범 로 함유되어 있는 혼합표 기체를 사용하 다.그림 3-2-206은 기체크로

마토그라피의 표 검증 결과이다.시료 주입 압력과 같은 압력의 혼합표 기체

를 기체크로마토그라피에 주입하여 표 검증한 결과 크립톤 제논 농도와 분

리면 간에 R
2
>0.99이상의 좋은 직선성을 보 다.

표 83은 기체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정

량분석 결과이다.분석결과 계산 시 시료 포집병 내용 의 미세한 차이에 의한

기체크로마토그라피 주입 압력 변화를 보정해주었다.기체크로마토그라피로 측

정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농도 범 는 각각 1.20-1.21,

11.5-11.6% 으며 평균 농도는 각각 1.20%±0.01%,11.6±0.1%로 계산되었다.기

체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측정 상 불확

도는 0.3% 이하로 좋은 재 성을 보 다.기체크로마토그라피로 측정한 방출핵

분열생성기체의 Xe/Kr는 9.67이었다.

Nuclide Sample1 Sample2 Sample3 Average STDEV

Kr 1.20 1.20 1.21 1.20 0.003

Xe 11.5 11.6 11.5 11.6 0.04

Table 3-2-82.Quantitative analysisresultsofreleased fission gasusing a gas

chromatography

(2)사 극자질량분석기 측정

(가)정량분석

기체크로마토그라피 측정 후 남은 시료를 사 극자질량분석기에 주입하여 핵분

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동 원소 분포와 정량분석을 수행하 다.남은 방출

핵분열생성기체의 사 극자질량분석기 주입압력은 약 17.5torr 다.정량분석 시 시

료 포집병 내용 의 미세한 차이로 인한 주입압력 변화를 보정해주었다.핵분열생

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정량분석에는 각각 질량 84,132의 이온계수(c/s)를 MID

모드에서 측정한 평균값을 사용하 다.사 극자질량분석기의 표 검증에는 기체크

로마토그라피 표 검증에 사용하고 남은 헬륨 바탕의 혼합표 기체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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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06. Standardization curves for Kr and Xe using a gas

chromatography.

Fig.3-2-207.StandardizationcurvesforKrandXeusingaquadrupolemass
spect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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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7은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표 검증 결과로 크립톤 제논 농도와 이온

계수(c/s)사이에 R
2
>0.99이상의 좋은 직선성을 보 다.

천공/포집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 시료 3개 사 극자질량분석기에 의한 핵분

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정량분석에는 2개의 시료를 사용하 다.핵분열생성

기체의 크립톤에는 인공 방사성동 원소인
85
Kr이 수% 존재하면

86
Kr의 분포비가

가장 높다. 한 핵분열생성기체의 제논에는 천연 제논 분포비와 달리
136
Xe의 분포

비가 가장 높다.이와 같은 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동 원소 분포비는 핵

연료의 연소도 냉각시간에 따라 달라진다.핵분열생성기체의 정량분석 계산 시

이와 같은 기체의 종류에 따른 동 분포비 차이를 보정해주었다.

표 3-2-83은 방출핵분열생성기체 2개 시료의 크립톤 제논 정량분석 결과이다.

정량분석결과 크립톤 제논의 농도는 각각 1.16-1.21%,11.1-11.9% 범 으며 평

균은 각각 1.18±0.06%,11.5±1.1%로 계산되었다.사 극자질량분석에 의한 방출핵분

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측정 상 불확도는 각각 2.5% 5%로 나타났다.

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Xe/Kr비는 9.75로 계산되었다.

Gas Sample1 Sample2 Average STDEV

Kr 1.21 1.16 1.18 0.03

Xe 11.9 11.1 11.5 0.57

Table3-2-83.Quantitativeanalysisresultsofreleasedfissiongasusingaquadrupole

massspectrometer

기체크로마토그라피 사 극자질량분석기에 의한 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

논 정량분석결과 소숫 이하 1자릿수 까지 좋은 일치를 보 다.그러나 사 극자

질량분석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상 으로 높은 측정 상 불확도를 보 다.이것은

두 기기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원리상 재 성이 기체크

로마토그라피에 비해 열등하나 감도는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진다.따라서 이와 같이

수% 이상 높은 조성 시료의 정량분석 시 기체크로마토그라피 사용이 유리하다.

(2)동 원소분포 측정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정량분석 시 크립톤 83,84,85,86 제논 131,132,134,

136의 동 원소 분포도 함께 측정하게 된다.표 3-2-84,85에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동 원소 분포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핵분열생성기체에서 인공

방사성 동 원소인 85Kr가 약 5.0% 검출 되었으며 84Kr 132Xe의 분포비가 천연

크립톤 제논의 동 원소 분포비와 다름을 알 수 있다.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동 원소분포 측정 상 불확도는 0.9% 이하로 좋은 재 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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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Sample1 Sample2 Average STDEV

83 9.7 9.8 9.8 0.09

84 33.8 34.0 33.9 0.14

85 5.0 5.0 5.0 0.01

86 51.5 51.1 51.3 0.23

Total 100 100 100　 　

Table3-2-84.Kryptonisotopesdistributionsforreleasedfissiongas(unit;%)

Mass Sample1 Sample2 Average STDEV

131 6.7 6.6 6.6 0.05

132 23.4 23.3 23.4 0.11

134 28.3 28.2 28.2 0.07

136 41.7 42.0 41.8 0.23

Total 100 100 100 　

Table3-2-85.Xenonisotopesdistributionsforreleasedfissiongas(unit;%)

표 3-2-86,87는 조사핵연료 코드 연소도 56.9GWd/tU, 기 235U 농축도

4.49%,단 핵연료 의 핵연료 충진량 1.831kg/rod를 기 으로 코드 계산한 핵분

열생성기체 크립톤 제논의 동 원소 분포비이다.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동 원소분포는 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방출된 평균조성을 나타낸다.그

러나 코드 계산결과는 핵연료 제조 설계 라미터 연소도를 기 으로 측한 핵

분열생성기체의 발생량 동 원소 분포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출핵분열생성

기체의 크립톤 제논 동 원소분포비가 코드계산 결과와 상당히 유사하 다.따

라서 측정한 조사핵연료 내 방출핵분열생성기체는 시험 핵연료 의 연소과정을

통하여 발생된 평균 핵분열생성기체 조성임을 알 수 있다.

Mass Relative(%)

83 10.7

84 34.0

85 5.22

86 50.1

Total 100

Table3-2-86.Kryptonisotopesdistributionsbyacodecalculation(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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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Relative(%)

131 6.8

132 22.4

134 28.5

136 42.4
Total 100

Table3-2-87.Xenonisotopesdistributionsbyacodecalculation(unit;%)

기체크로마토그라피로 측정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Xe/K비는 9.59이며 코드계

산에 의한 Xe/Kr비는 9.87이었다.핵연료의 연소도 증가에 따라 조사 핵연료내에

239
Pu,

241
Pu과 같은 핵분열성 픞로토늄이 축 되어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핵연료의

성자 조사에 의한 Xe생성율은
239
Pu,

241
Pu과 같은 핵분열성 루토늄의 에

따라 약간 증가하게 된다.따라서 핵연료의 연소도 증가에 따라 Xe의 생성율은 증

가하게 된다.그러나
239
Pu,

241
Pu과 같은 핵분열성 핵종에 의한 Kr의 생성율은

235
U

에 의한 생성율에 비해 상 으로 낮다.따라서 정상 인 핵연료연소 상태에서 생

성된 Xe/Kr의 비는 연소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5)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

차폐핵연료융해시스템의 구축 완료 후 성능 측정 실제 조사핵연료를 사용한

용성을 시험을 완료하 다.핵연료의 성자 조사시 발생된 핵분열생성기체의 방

출 조사핵연료 내 잔류 특성에 한 측정 자료는 핵연료의 연소거동 평가시

요한 자료가 된다.구축 완료한 실험 인 라와 실험 차를 사용하여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자료를 생산하 다.

가)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 차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기체 측정에는 연구개발 후 용성 시험을 거친 불활

성기체융해-사 극자질량분석법을 사용하 다.조사핵연료 의 축방향 높이에 따

라 채취한 4개 구역의 시료(S1;618-658mm,S2;1908-1948mm,S3;2696-2736

mm,S4;3537-3577mm)를 이송하 다.이송한 조사핵연료 시료를 불활성기체융

해 하여 잔류핵분열생성기체를 추출,포집하고 그 조성 동 원소 분포를 측정

하 다.측정 차는 용성 시험 차와 유사하며 다음과 같은 차로 시험하 다.

(1)조사핵연료 융해 기체 포집 차

∙ 조사핵연료 융해에는 차폐 로 박스에 설치된 융해장치를 사용한다.

∙ 조사핵연료 융해장치로 응용하는 수소분석기를 미리 열하여 최 성능을 유

지한다.

∙ 운 연소도 56.9GWd/tU의 조사핵연료에서 채취한 약 0.05-0.2g의 조사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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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니 1.0g,주석 1.0g과 함께 융해 류 850A에서 120 간 융해하면서

방출되는 기체를 시료포집병에 120 간 포집한다.

∙ 이때 조사핵연료 융해장치로 응용하는 수소분석기 운반기체 헬륨의 유량은

450cc/min로 유지된다.

(2)포집시료의 사 극자질량분석

조사핵연료를 융해하면서 포집한 기체의 조성은 운반기체인 헬륨과 핵분생성

기체인 크립톤 제논이다.따라서 헬륨과 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사이의 높은 질량차에 의한 기체 분리가 일어날 수 있으며 포집한 기체 조성의

균질도가 나빠질 수 있다.

조사핵연료 융해시 포집한 기체 시료의 균질성을 유지하고자 시료 포집병을

기체혼합기에서 속으로 하룻밤 정도 혼합시키는 것이 좋다.미리 잔류핵분열

생성기체 측정에 사용할 사 극자질량분석기 시료 주입부를 진공배기 시켜

고진공으로 유지시킨다.기체 시료가 주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 극자질량분석

기 이온화부의 진공도를 1.0E-9torr이하로 진공,배기해야 한다.시료 주입 사

극자질량분석기 시료주입부의 진공도는 1.0E-4torr이하로 유지시켜야 한다.

다음과 같은 차로 잔류핵분열생성기체 포집 시료의 조성 동 원소 분포를

측정하 다.

∙ 시료포집병을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시료 주입장치에 연결하고 주입장치의 진

공도를 1.0E-4torr이하로 유지시킨 후 진공,차단하고 시료포집병의 밸 를

열어 시료를 시료 주입쳄버내로 확산시킨다.

∙ 시료 주입후 압력계의 숫자가 안정되면 기체 압력 온도를 기록한다.

∙ 사 극자질량분석기 이온화부의 진공도가 어도 1.0E-7torr이상을 유지하도

록 시료의 주입속도를 시료 주입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정 리크밸 로 조 하

면서 사 극자질량분석기 이온화부로 주입한다.

∙ 이때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가속 압 1400V,빔 류 500μA상태에서 크립톤

83,84,85,86 제논 131,132,134,136의 이온세기(c/s)를 MID모드로 측정

하고 평균값을 기록한다.

∙ 다시 같은 조건에서 크립톤 84 제논 132의 이온세기(c/s)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고 평균값을 기록한다.

∙ 시료 측정후 잔류기체는 방사성 오염감시기가 설치되어 있는 배기 을 통하여

완 히 배기시키고 다시 순수 헬륨을 시료주입부에 약 700torr주입하여 배기

시킨다.

∙ 같은 방법으로 순수 헬륨 주입 배기를 어도 3회 이상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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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 극자질량분석기 표 검증 차

조사핵연료 융해시 포집한 시료의 사 극자질량분석후 시료와 유사한 조성의

혼합표 기체를 사용하여 표 검증 해야 한다.잔류핵분열생성기체 자료 생산을

해 사 극자질량분석기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 검증하 다.

∙ 시료 헬륨 배기후 시료주입부 진공도를 1.0E-4torr이하로 계속 진공,배기

시킨다.

∙ 시료주입부의 진공도가 만족되면 진공 차단하고 혼합표 기체(Kr103ppm,

Xe104ppm,He바탕기체)를 연결하여 시료 주입압력과 같은 압력으로 주입

쳄버에 주입한다.

∙ 잔류핵분열생성체와 같은 측정조건으로 혼합표 기체를 사 극자질량분석기에

주입하면서 크립톤 78,80,82,83,84,86 제논 124,126,128,129,130,131,

132,134,136의 이온세기(c/s)를 MID모드로 측정하고 평균값을 기록한다.

∙ 다시 크립톤 84 제논 132의 이온세기(c/s)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고 평균

값을 기록한다.

∙ 측정이 완료되었으면 시료주입부내 잔류기체를 완 히 배기시킨다.

나)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결과

코드 측 연소도 56.9GWd/tU의 조사핵연료 에서 4개 치 32개의 표시료

(bulk시료) 소결체 반경방향 4개 치 12개 시료(local시료)의 잔류핵분열생

성기체 자료를 생산하 다.

(1)잔류핵분열생성기체 계산과정 시

조사핵연료 축방향 치에 따라 4개 구역에서 채취한 시료의 불활성기체융

해-사 극자질량분석에 의한 크립톤 제논 정량계산 과정을 시한다.잔류핵

분열생성기체 측정과정 시를 한 실험 자료는 조사핵연료 조각 시료를 속

조연제와 함께 불활성기체 융해하면서 시료포집병에 120 간 포집하 을 때 압

력 467.4torr를 기 으로 한다.

(가)사 극자질량분석기 표 검증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표 검증시 혼합표 기체 주입압력 467.4torr에서 이온

화부 진공도 1.0E-7torr의 주입속도로 크립톤 제논 동 원소 분포를 측정하

다.표 3-2-88은 혼합표 기체 주입압력 467.4torr에서 크립톤 동 원소 78,

80,82,83,84,86의 이온세기(c/s) 동 원소 분포 계산결과이다.혼합표 기

체 주입으로 측정한 크립톤 동 원소분포가 표 37의 천연 크립톤 동 원소분포

와 유사하 다.따라서 크립톤에 한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성능이 정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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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c/s Ratio(%)

78 6.19E+03 0.45

80 3.23E+04 2.34

82 1.63E+05 11.8

83 1.62E+05 11.7

84 7.81E+05 56.6

86 2.36E+05 17.1

Total 1.38E+06 100

Table3-2-88.Isotopicdistributionofkryptonusingamixedstandard
gas

Mass Ratio(%)

78 0.35

80 2.25

82 11.6

83 11.5

84 57.0

86 17.3

Total 100

Table3-2-89.Naturalabundanceofkrypton

표 3-2-90은 혼합표 기체 주입압력 467.4torr에서 제논 124,126,128,129,

130,131,132,134,136의 이온세기(c/s) 동 원소 분포 계산결과이다.혼합표

기체 주입으로 측정한 제논 동 원소 분포가 표 3-2-91의 천연 제논 동 원소

분포와 유사하 다.따라서 제논에 한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성능이 정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Mass c/s Ratio(%)

124 8.55E+02 0.06

126 1.28E+03 0.09
128 2.73E+04 1.94

129 3.75E+05 26.7

130 5.79E+04 4.1

131 2.99E+05 21.3

132 3.76E+05 26.8
134 1.45E+05 10.3

136 1.22E+05 8.7

Total 1.40E+06 100

Table3-2-90.Isotopicdistributionofxenonusingamixedstandardgas



- 436 -

Mass Ratio(%)

124 0.10

126 0.09

128 1.9

129 26.4

130 4.1

131 21.2

132 26.9

134 10.4

136 8.9

Total 100

Table3-2-91.Naturalabundanceofxenon

(나)잔류핵분열생성기체 동 원소 분포 측정

조사핵연료 조각 시료 0.2252g을 니 1.0g,주석 1.0g과 함께 융해 류 850

A에서 120 간 융해하면서 120 간 포집한 시료의 사 극자질량분석기 시료주

입부 압력이 467.4torr로 측정되었다.그림 3-2-208,209는 조사핵연료 융해 시

포집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Kr Xe동 원소 스펙트럼이다.포집기체

의 크립톤 동 원소 스펙트럼에서 천연 크립톤에 존재하지 않은 방사성 동 원

소 85가 검출되었으며,질량 86의 동 원소 분포가 가장 높았다. 한 포집 기체

의 제논 동 원소 스펙트럼에서 천연 제논의 동 원소 분포와 달리 질량 136의

동 원소 분포가 가장 높았다.따라서 조사핵연료 융해 시 포집한 기체는 형

인 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동 원소 분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92은 조사핵연료 융해 시 포집한 시료의 크립톤 질량 83,84,85,86동

원소의 이온세기(c/s)측정결과이다.방사성동 원소인
85
Kr가 약 5.0% 분포되

어 있으며
86
Kr동 원소가 약 5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다.표 3-2-93은 조

사핵연료융해 시 포집한 시료의 제논 131,132,134,136동 원소의 이온세기

(c/s)측정결과이로 천연 제논과 달리
136
Xe동 원소가 약 42%로 가장 높은 분

포를 보인다.

Mass c/s Relative(%)

83 4.33E+04 10.3

84 1.45E+05 34.6

85 2.09E+04 4.99

86 2.10E+05 50.1

Total 4.19E+05 100

Table 3-2-92.Ion countofretained krypton afterinertgasfusion ofa

fragmentofanirradiatedoxidefuel,0.225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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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08.Scanningspectrum ofretainedkrypton.

Fig.3-2-209.Scanningspectrum ofretainedx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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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c/s Relative(%)

131 2.74E+05 6.82

132 9.23E+05 23.0

134 1.14E+06 28.4

136 1.68E+06 41.8

Total 4.02E+06 100

Table3-2-93.Ion countofretained xenon afterinertgasfusion ofa

fragmentofanirradiatedoxidefuel,0.2252g

(다)포집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정량분석

잔류핵분열생성 크립톤 제논 정량분석 시 헬륨 바탕기체에 크립톤 제논이

각각 103ppm,104ppm 혼합되어 있는 혼합표 기체를 사용하 다.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정량분석시 크립톤 84 제논 132의

이온세기(c/s)를 측정하여 혼합표 기체와 비교,계산하 다.

표 3-2-94는 혼합표 기체(Kr103ppm,Xe104ppm) 조사핵연료 0.2252g의

불활성기체 융해 시 포집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시료를 각각 467.4torr주입한

상태에서 이온세기(c/s)를 측정한 결과이다.혼합표 기체의 크립톤 질량 84

제논 질량 132의 이온세기는 각각 7.80E5,3.55E5으로 측정되었다. 한 조사핵

연료 융해시 포집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질량 84 제논 질량 132는

각각 1.47E5,8.74E5으로 측정되었다.

Nuclide Standard gas(c/s) Retainedfissiongas(c/s)

84
Kr 7.80E+05 1.47E+05

132
Xe 3.55E+05 8.74E+05

Table3-2-94.Ioncountofkrypton84andxenon132ofstandardgasand

retainedgaswithinjectionpressureof467.4torr.

조사핵연료 융해시 시료포집병에 포집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

논 정량분석은 one-point표 검증법으로 계산하 다.식 3-2-17과 같이 시료의

크립톤 질량 84동 원소 제논 질량 132의 이온세기(c/s)를 표 기체의 크립

톤 질량 84동 원소 제논 질량 132동 원소의 이온세기(c/s)와 비교하여 동

원소분포비를 보정하지 않은 농도를 구하 다.

  ×


............................(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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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표 검증에 사용한 표 기체의 크립톤 농도(v%)

Isample=시료의 크립톤(84)혹은 제논(132)의 이온세기(c/s)

ISTD=표 기체의 크립톤(84)혹은 제논(132)의 이온세기(c/s)

표 3-2-95은 조사핵연료 융해시 시료포집병에 포집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크

립톤 제논 정량분석 계산 결과이다.시료포집병에 포집한 시료의 동 원소비

보정 크립톤 제논의 농도는 각각 19ppm,256ppm이었다.천연 크립톤

제논과 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동 원소비가 서로 다르므로 정량분석

결과 계산시 식 3-2-18,19와 같이 각각의 동 원소 비를 보정해주었다.

 ×


........................................(3-2-18)

여기서

x=표 검증곡선으로부터 구한 Kr농도(v%)

K1=시료의 Kr84분포 백분율(%)

  ×


.................................(3-2-19)

여기서

x=표 검증곡선으로부터 구한 Xe농도(v%)

K1=시료의 Xe132분포 백분율(%)

이 정량분석 과정 시에서 사용한 조사핵연료 시료의 동 원소비를 보정한 잔

류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농도는 각각 32ppm,300ppm이며 Xe/Kr

비는 9.38로 계산되었다.

Nuclide
Concentrationbeforeisotope

ratiocorrection,(ppm)

Concentrationafterisotopes

ratiocorrection,(ppm)

krypton 19.41 32

Xenon 256.05 300

Table3-2-95.Concentrationofretainedkryptonandxenoninacollectedsampling

bottlewithinjectionpressureof467.4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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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조사핵연료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크립톤 제논 농도 계산

조사핵연료를 융해시 내용 969.3cm
3
의 시료포집병에 120 간 포집한 기체

의 양은 식 3-2-20에 따라 계산하 다.포집기체량 계산시 시료포집병 밸 단

1/4“튜 와 기체포집장치 최종밸 후단의 1/8”튜 사이의 기체는 시료포집

병으로 포집되지 않고 손실되므로 데드볼륨을 보정해주어야 한다.표 3-2-96는

조사핵연료 융해시 시료포집병에 포집한 기체 양의 계산결과이다.데드볼륨 보

정 ,후 실온 기압에서 시료포집병에 포집한 기체의 양은 각각 985cc,

988cc로 계산되었다.이것은 0℃,1기압의 표 상태에서 908cc로 계산되었다.

  ×××

 ×
................................(3-2-20)

여기서

V=표 상태에서 시료 포집병에 포집한 핵분열기체의 체 (L)

P0=포집한 기체시료를 기체주입장치에 주입하 을 때의 압력(torr)

V1=기체주입장치의 내용 (572.25cm3)

V2=시료 포집병의 내용 (969.3cm3)

T0=측정온도(K)

Collectedvolume

(cc)

Correctedvolume after

deadvolumecorrection(cc)

CorectedvolumeatSTP

(cc)

985 988 908

Table3-2-96.Calculation resultofsampling volumein abottleforretained
fissiongasmeasurementwith467.4torr

최종 으로 조사핵연료 단 무게당 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크립톤 제논농도

(cc/gU)를 구해야 한다.식 3-2-21은 시료포집병의 크립톤 혹은 제논 농도 포

집한 기체의 양으로부터 조사핵연료 단 무게당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크

립톤 혹은 제논 농도를 구하는 식이다.

표 3-2-97는 조사핵연료 0.2252g의 조각 시료를 융해하여 측정한 잔류핵분열

생성기체 시료의 크립톤 제논 농도계산 결과이다.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

생성기체 분석과정 시에 사용한 본 조사핵연료 조각 시료의 잔류크립톤 제

논 농도는 각각 0.146cc/gU 1.370cc/gU이며 총 핵분열생성기체 잔류 농도

는 1.516cc/gU이다.

시험 조사핵연료 의 운 연소도 56.9GWd/tU 기 235U농도 4.49%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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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코드 계산한 핵분열생성기체의 발생농도(fissiongasgeneration,FGG)는

1.694cc/gU이며 이것을 기 으로 계산한 조사핵연료 내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

율은 약 89%가 된다.측정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Xe/Kr비는 9.38로 계산되

었다.

or  

  or  ×
...........................(3-2-21)

여기서

KrorXe(cc/g)=조사핵연료내 잔류 크립톤 혹은 제논의 농도(cc/g)

VKrorXe=포집한 기체시료의 크립톤 혹은 제논 농도(cc/L)

V=시료포집병에 포집한 기체 시료의 표 상태에서의 체 (L)

WSF=실험에 사용한 조사핵연료의 무게(gUO2)

　Nuclide
Corrected fissiongas

volume(cc)atSTP

Retainedfission gas

concentration(cc/gUO2)

Retainedfission gas

concentration(cc/gU)

Kr 0.029 0.129 0.146

Xe 0.272 1.208 1.370

Total 0.301 1.337 1.516

Table3-2-97.Calculationresultofretainedfissiongasvolumeandconcentrationkrypton
andxenoninanirradiated oxidefuelfragment

6)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 결과

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라 4개 구역에서 채취한 시료의 잔류핵분열생성

기체 동 원소 분포를 측정하 다.조사핵연료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평균

분포를 보기 해 1개 구역에서 8개 시료,총 32개의 시료를 측정하 다. 한

조사핵연료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국부분포 특성 규명을 해 1개 소결체의

심, 간,외부 3개 시료로 구분하여 총 12개의 시료를 측정하 다.여기서는

조사핵연료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평균 잔류분포 측정 결과를 개별 시료에 따

라 기술한다.

가)S1시료

이 시료는 시험 조사핵연료 의 축방향 높이 618-658mm 치에서 채취한

것이다.감마스 닝에 의한 S1시료의 국부 연소도는 58.9GWd/tU으로 측정

되었다.표 3-2-98에 조사핵연료 618-658mm에서 채취한 시료의 잔류핵분열

생성기체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조사핵연료 조각 시료 8개를 사용하 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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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오류 기타 이유로 6개의 측정 자료만 제시하 다.S1시료의 조사핵연

료 사용 무게는 0.0939-0.2252g범 으며 평균 0.1526g이었다.S1시료의 크

립톤 제논 잔류 농도는 각각 0.119-0.129cc/gUO2,1.143-1.242cc/gUO2범

이며 평균 농도는 각각 0.1223cc/gUO2,1.179cc/gUO2로 계산되었다. 한

크립톤 제논을 합한 총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농도는 1.414-1.545cc/gU범

이며 평균 1.477cc/gU이었다.S1시료의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 상 불확도

는 약 4% 이내이었다.S1시료의 조사핵연료내 잔류 Xe/Kr비는 9.298-10.437

범 으며 평균 9.632로 계산되었다.

　

　

Sample

weight

(g)

Kr

(cc/gUO2)

Xe

(cc/gUO2)

Total

fissiongas

(cc/gUO2)

Total

fissiongas

(cc/gU)

Xe/Kr

0.0939 0.119 1.242 1.362 1.545 10.437

0.1445 0.121 1.125 1.246 1.414 9.298

0.1392 0.123 1.166 1.289 1.462 9.480

0.2252 0.129 1.219 1.348 1.529 9.450

0.2097 0.119 1.143 1.262 1.432 9.605

0.1028 0.124 1.181 1.305 1.481 9.524

Average 0.1526 0.1225 1.1793 1.3020 1.4771 9.6322

STDEV 0.0542 0.0038 0.0446 0.0461 0.0523 0.4071

Table3-2-98.Measurementresultsofretained fission gasforS1sample(618-658

mm)

표 3-2-99,100은 S1시료의 잔류핵분열생성 크립톤 제논 동 원소 분포이

다.크립톤 동 원소 분포 측정의 상 불확도는 0.30-0.95% 범 으며 분포비가

가장 낮은 85Kr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제논 동 원소 분포 측정의 상

불확도는 0.16-0.48% 범 으며 분포비가 가장 낮은 131Xe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th 5th 6th Average STDEV

83 10.33 10.29 10.36 10.33 0.03

84 34.59 34.30 34.29 34.39 0.17

85 4.99 5.01 5.08 5.03 0.05

86 50.10 50.40 50.28 50.26 0.15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0.00

Table3-2-99.MeasurementresultsofretainedKrisotopesforS1(618-658mm)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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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th 5th 6th Average STDEV

131 6.82 6.81 6.76 6.80 0.03

132 22.98 22.97 22.91 22.95 0.04

134 28.38 28.47 28.29 28.38 0.09

136 41.82 41.76 42.04 41.87 0.15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0.00

Table3-2-100.MeasurementresultsofretainedXeisotopesforS1(618-658mm)
sample.

(나)S2시료

이 시료는 시험 조사핵연료 의 축방향 높이 1908-1948mm 치에서 채취한

것이다.감마스 닝에 의한 S2시료의 국부 연소도는 58.6GWd/tU으로 측정되

었다.표 3-2-101에 조사핵연료 1908-1948mm에서 채취한 시료의 잔류핵분열

생성기체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조사핵연료 편 시료 8개를 사용하 으나 실

험 오류 기타 이유로 7개의 측정 자료만 제시하 다.S2시료의 조사핵연료

사용 무게는 0.0705-0.2185g범 으며 평균 0.1119g이었다.S2시료의 크립톤

제논 잔류 농도는 각각 0.101-0.132cc/gUO2,1.138-1.581cc/gUO2범 이며

평균 농도는 각각 0.1151cc/gUO2,1.098cc/gUO2로 검출되었다. 한 크립톤

제논을 합한 총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농도는 1138-1.581cc/gU 범 이며 평

균 1.377cc/gU이었다.S2시료의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 상 불확도는 약

12% 정도로 측정 시료의 균질도가 낮았다.S2시료의 조사핵연료 내 잔류

Xe/Kr비는 8.93-0.93범 으며 평균 9.532로 계산되었다.

　

　

　

Sample

weight

(g)

Kr

(cc/gUO2)

Xe

(cc/gUO2)

Total

fissiongas

(cc/gUO2)

Total

fissiongas

(cc/gU)

Xe/Kr

0.0705 0.127 1.232 1.359 1.541 9.70

0.1178 0.101 0.902 1.003 1.138 8.93

0.134 0.101 0.996 1.097 1.245 9.86

0.2185 0.113 1.122 1.235 1.401 9.93

0.0739 0.125 1.181 1.306 1.482 9.45

0.0722 0.107 0.995 1.102 1.251 9.30

0.0962 0.132 1.261 1.393 1.581 9.55

Average 0.1119 0.1151 1.0984 1.2136 1.3769 9.5317

STDEV 0.0530 0.0129 0.1363 0.1487 0.1685 0.3459

Table3-2-101.MeasurementresultsofretainedXeisotopesforS2(1908-1948mm)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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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02,103은 S2시료의 잔류핵분열생성기체 크립톤 제논 동 원소 분포

이다.크립톤 동 원소 분포 측정의 상 불확도는 0.45-1.07% 범 으며 분포비

가 가장 낮은
85
Kr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제논 동 원소 분포 측정의 상

불확도는 0.18-1.23% 범 으며 분포비가 가장 낮은
131
Xe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5th 6th 7th Average STDEV

83 10.25 10.38 10.29 10.31 0.06

84 34.40 34.31 34.99 34.57 0.37

85 5.10 5.12 4.89 5.04 0.13

86 50.25 50.19 49.83 50.09 0.23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0.00

Table3-2-102.CompositionofretainedKrisotopesforS2(1908-1948mm)sample

　 5th 6th 7th Average STDEV

131 6.52 6.65 6.67 6.62 0.08

132 23.05 22.93 23.09 23.03 0.08

134 28.25 28.38 28.20 28.28 0.09

136 42.17 42.04 42.03 42.08 0.08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0.00

Table3-2-103.CompositionofretainedXeisotopesforS2(1908-1948mm)sample

(다)S3시료

이 시료는 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 2696-2736mm 치에서 채취한 것이다.

감마스 닝에 의한 S3시료의 국부 연소도는 61.6GWd/tU으로 축방향 4개 구역

시료 가장 높았다.표 3-2-104에 조사핵연료 2696-2736mm에서 채취한 시료의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조사핵연료 편 시료 8개 시료의 측

정 자료를 제시하 다.S3시료의 조사핵연료 사용 무게는 0.0545-0.1934g범 으

며 평균 0.1074g이었다.S3시료의 크립톤 제논 잔류 농도는 각각 0.110-0.138

cc/gUO2,1.118-1.330cc/gUO2범 이며 평균 농도는 각각 0.1203cc/gUO2,1.1736

cc/gUO2로 검출되었다. 한 크립톤 제논을 합한 총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농도

는 1393-1.634cc/gU 범 이며 평균 1.4678cc/gU이었다.S3시료의 잔류핵분열생

성기체 측정 상 불확도는 약 8% 정도로 계산 되었다.S3시료의 조사핵연료 내 잔

류 Xe/Kr비는 9.43-10.16범 으며 평균 9.771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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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weight

(g)

Kr

(cc/gUO2)

Xe

(cc/gUO2)

Total

fissiongas

(cc/gUO2)

Total

fissiongas

(cc/gU)

Xe/Kr

0.1207 0.113 1.120 1.233 1.399 9.91

0.1663 0.110 1.118 1.228 1.393 10.16

0.0545 0.114 1.119 1.233 1.399 9.82

0.0561 0.117 1.130 1.247 1.415 9.66

0.1934 0.138 1.302 1.440 1.634 9.43

0.0743 0.127 1.225 1.352 1.534 9.65

0.1117 0.125 1.237 1.362 1.545 9.90

0.082 0.118 1.138 1.256 1.425 9.64

Average 0.1074 0.1203 1.1736 1.2939 1.4678 9.7712

STDEV 0.0510 0.0092 0.0710 0.0800 0.0907 0.2233

Table3-2-104.MeasurementresultsofretainedXeisotopesforS3(2696-2736mm)
sample

표 3-2-105,106은 S3시료의 잔류 핵분열생성 크립톤 제논 동 원소 분포

이다.크립톤 동 원소 분포 측정의 상 불확도는 0.79-3.06% 범 으며 분포

비가 가장 낮은
85
Kr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제논 동 원소 분포 측정의

상 불확도는 0.17-1.72% 범 으며,분포 비가 가장 낮은
131
Xe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5th 6th 7th 8th Average STDEV

83 10.33 10.32 10.00 10.27 10.23 0.15

84 34.58 34.41 34.06 33.69 34.19 0.40

85 4.88 5.01 4.93 5.23 5.01 0.15

86 50.21 50.25 51.00 50.82 50.57 0.40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0.00

Table3-2-105.Composition ofretainedKrisotopesforS3(2696-2736mm)sample

　 　 　 　 　 Average STDEV

131 6.72 6.64 6.46 6.53 6.59 0.11

132 23.08 22.99 23.01 23.00 23.02 0.04

134 28.40 28.22 28.32 28.25 28.30 0.08

136 41.80 42.15 42.21 42.22 42.09 0.20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0.00

Table3-2-106.CompositionofretainedXeisotopesforS3(2696-2736mm)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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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S4시료

이 시료는 조사핵연료 의 축방향 높이 3537-3577mm 치에서 채취한 것이

다.감마스캐닝에 의한 S4시료의 국부 연소도는 53.2GWd/tU으로 축방향 4개

구역 시료 가장 낮았다.표 3-2-107에 조사핵연료 3537-3577mm에서 채취한

시료의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조사핵연료 편 시료 8개

의 측정 자료를 제시하 다.S4시료의 조사핵연료 사용 무게는 0.1268-0.1888g

범 으며 평균 0.1503g이었다.S4시료의 크립톤 제논 잔류농도는 각각

0.110-0.138 cc/g UO2, 1.118-1.330 cc/g UO2 범 이며 평균농도는 각각

0.086-0.114cc/gUO2,0.842-1.063cc/gUO2로 검출되었다. 한 크립톤 제논

을 합한 총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농도는 1.030-1.335 cc/g U 범 이며 평균

1.1868cc/gU이었다.S4시료의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 상 불확도는 약 10%

정도로 계산 되었다.S4시료의 조사핵연료 내 잔류 Xe/Kr비는 8.91-9.84범

으며 평균 9.423으로 계산되었다.

Sample

weight

(g)

Kr

(cc/gUO2)

Xe

(cc/gUO2)

Total

fissiongas

(cc/gUO2)

Total

fissiongas

(cc/gU)

Xe/Kr

0.1888 0.100 0.973 1.073 1.217 9.73

0.1479 0.086 0.842 0.928 1.053 9.79

0.1268 0.087 0.821 0.908 1.030 9.44

0.1632 0.099 0.974 1.073 1.217 9.84

0.1269 0.114 1.063 1.177 1.335 9.32

0.17 0.103 0.927 1.030 1.168 9.00

0.1597 0.104 0.927 1.031 1.170 8.91

0.1189 0.111 1.038 1.149 1.303 9.35

Average 0.1503 0.1005 0.9456 1.0461 1.1868 9.4232

STDEV 0.0245 0.0100 0.0852 0.0946 0.1073 0.3496

Table3-2-107.MeasurementresultsofretainedXeisotopesforS4sample(3537-3577
mm)

표 3-2-108,109은 S4시료의 잔류핵분열생성기체 크립톤 제논 동 원소 분포

이다.크립톤 동 원소 분포 측정의 상 불확도는 0.20-1.66% 범 으며 분포비

가 가장 낮은
85
Kr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제논 동 원소 분포 측정의 상

불확도는 0.25-0.75% 범 으며 분포비가 가장 낮은
131
Xe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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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th 6th 7th 8th Average STDEV

83 11.02 11.07 11.05 11.12 11.07 0.04

84 32.93 32.62 32.97 32.81 32.83 0.16

85 4.97 5.18 5.09 5.05 5.07 0.08

86 51.07 51.13 50.89 51.02 51.03 0.10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0.00

Table3-2-108.CompositionofretainedKrisotopesforS4(3537-3577mm)sample

　 5th 6th 7th 8th Average STDEV

131 7.21 7.32 7.28 7.20 7.25 0.05

132 22.68 22.66 22.63 22.55 22.63 0.06

134 28.66 28.89 28.73 28.75 28.76 0.10

136 41.45 41.13 41.35 41.50 41.36 0.16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0.00

Table3-2-109.CompositionofretainedXeisotopesforS4(3537-3577mm)sample

(마)축방향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결과 종합

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라 4개 구역에서 1개 구역 8개로 총 32개의 조

사핵연료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를 측정하 다.조사핵연료 융해 측정과정에

서 오류가 발생한 자료 3개를 제외한 29개의 실험 자료를 생산하 다.

표 3-2-110은 총 29시료의 불활성기체 융해시 시료포집병에 포집한 평균 포집

량이다.시료포집병의 내용 은 969.3cm
3
다.조사핵연료 융해시 운반기체 유

량 450cc/min에서 120 간 시료 포집병에 포집한 평균 포집량은 0℃,1기압의

표 상태에서 905.42cc이다.

Collectedvolume

(cc,STP)
STDEV RelSTDEV(%)

905.42 48.84 5.39

Table3-2-110.Averagevolumeofcollectedgasduringinertgasfusionofirradiated
oxidefuelfragmentsfordeterminationofretainedfissiongascompositions.

표 3-2-111에 조사핵연료 의 축방향 높이에 따라 채취한 4개 구역 시료의 잔

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결과 주요 자료를 수록 하 다.바닥에서부터 618-628

mm,1908-1918mm,2696-2706mm,3537-3547mm의 축방향 4개 치에서 채

취한 조사핵연료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측정결과이다.

시험 조사핵연료 집합체의 코드계산 연소도는 56.9GWd/tU이었다.조사핵연



- 448 -

료 시료의 국부연소도는 53.2-61.6 GWd/tU 범 으며 평균 연소도는 58.1

GWd/tU로 계산되었다.시험 조사핵연료 4개 치에서 각각 8개 총 32개의

조사핵연료 조각 시료를 실험하 으나 3개 시료는 융해 포집기체 측정과정에

서 오류가 발생하여 데이터를 폐기하 다.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라 4

개 구역 4개 시료의 평균무게는 0.1074-0.1526g범 으며 데이터를 생산한 29

개 시료의 평균 무게는 0.1305g으로 계산되었다.시험 조사핵연료 4개 치에

서 측정한 조사핵연료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농도범 는 0.114-0.139

cc/gU 으며 평균 0.130cc/gU으로 계산되었다.시험 조사핵연료 4개 치에

서 측정한 조사핵연료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제논 농도 범 는 1.073-1.338

cc/gU 범 으며 평균 1.247cc/gU으로 계산되었다.조사핵연료내 총잔류핵분

열생성기체의 농도 범 는 1.180-1.477cc/gU이 으며 평균 1.377cc/gU으로 계

산되었다.시험 조사핵연료 의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Xe/Kr비

의 범 는 9.41-9.76범 으며 평균 9.58로 계산되었다.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을 해 사용한 조사핵연료 무게의 시료 상호간 평균

상 불확도는 약 19%로 계산되었다. 한 시료 상호간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시료

의 크립톤 제논 측정 상 불확도는 각각 8.63%,9.90%로 제논이 높게 나타났

다.이것은 실험에 사용한 조사핵연료 시료의 핵분열생성기체 잔류율의 균질성

을 의미한다.

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른 핵분열생성기체 잔류율 고찰시 시료의 국부

연소도를 S1시료의 연소도 58.9GWd/tU로 보정하 다.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라 4개 구역에서 코드계산 핵분열생성기체발생량(Fission gas

generation,FGG)기 조사핵연료내 잔류율은 약 75-84% 범 이며 평균 약

80%이다.조사핵연료내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율은 핵연료 의 축방향 높이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S4시료에서 약 75%로 가장 낮은 잔류율을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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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S2 S3 S4 Average STDEV

Sample

weight(gUO2)
0.1526 0.1119 0.1074 0.1503 0.1305 0.0242

RetainedKr

(cc/gU)
0.139 0.131 0.136 0.114 0.130 0.011

RetainedXe

(cc/gU)
1.338 1.246 1.331 1.073 1.247 0.123

Totalretained

gas(cc/gU)
1.477 1.377 1.468 1.187 1.377 0.135

Retention

percent(%)
* 84.25 78.91 80.11 74.87 79.53 3.86

Localburnup

(GWd/tU)
58.89 58.61 61.56 53.24 58.08 3.49

Xe/Kr 9.63 9.54 9.76 9.41 9.58 0.15

Table3-2-111.Retainedfissiongasmeasurementresultsforbulksamples

*
Retentionpercent(%)aftercorrectionbylocalburnuptothecodepredictedburnup

56.9GWd/tU

7)조사핵연료의 핵분열생성기체 분포 거동

가)조사핵연료의 연소도 분포

그림 3-2-210은 조사핵연료의 축방향 연소도 분포 측정결과이다.조사핵연료

축방향 체 길이에 해
137
Cs의 방사능을 측정하여 연소도 분포를 구하 다.

임의 부분 9개 치에 해
134
Cs/

137
Cs의 방사능비를 측정하 다.표 3-2-112은

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라 채취한 4개 시료의 감마스 닝에 의한 국부연

소도 측정결과이다.조사핵연료 축방향 치에 따라 채취한 4개 시료의 연소

도는 약 53-62GWd/tU범 으며 평균 58.1GWd/tU으로 계산되었다.조사핵

연료 축방향 가장 높은 치에서 채취한 S4시료(3537-3577mm)의 연소도가

53.2GWd/tU으로 가장 낮았고,S3시료(2696-2736mm)가 61.6GWd/tU으로 가

장 높게 측정되었다. 한 시료 상호간 평균 연소도 차이는 약 6%로 나타났다.

Sample Burnup(GWd/tU)

S1(618-658mm) 58.89

S2(1908-1948mm) 58.61

S3(2696-2736mm) 61.56

S4(3537-3577mm) 53.24

Table3-2-112.Localburnupforthetested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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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10.Burnupdistributionofthetested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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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핵연료 국부연소도에 따른 핵분열생성기체 잔류특성

핵분열생성기체의 양(fissiongasgeneration,FGG)은 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라

직선 으로 증가하게 된다.그러나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율은 연소도에 따라 직

선 으로 증가하지 않으며 핵연료의 조직,연소이력,원자로 운 조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

그림 3-2-211~213에 조사핵연료 국부 연소도에 따른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특

성을 도시하 다.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측정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핵연

료 축방향 높이 618mm에서 채취한 S1시료의 잔류핵분열생성기체 크립톤,제

논 농도는 각각 0.139cc/gU,1.338cc/gU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S1시료의 국

부 연소도는 58.9GWd/tU으로 2966mm에서 채취한 S3시료의 61.6GWd/tU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다.그러나 S1시료를 제외하면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율이

시료의 국부 연소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다)축방향 높이에 따른 핵분열생성기체 잔류특성

핵분열생성기체의 발생량은 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라 증가하며 조사핵연료내 핵

분열생성기체의 잔류농도 한 시료의 국부 연소도와 상당한 연 성을 가질 것이

다.따라서 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른 조사핵연료내 핵분열생성기체 잔류

특성 고찰시 시료의 국부연소도를 고려하 다.

그림 3-2-214~216에 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른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

농도측정값 국부연소도 보정결과를 도시하 다.조사핵연료내 잔류핵분열생성

기체 측정값을 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 618mm 치에서 채취한 S1시료의

국부연소도 58.9GWd/tU으로 보정하 다.그림 3-2-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

부 연소도를 보정한 조사핵연료 내 크립톤의 잔류농도는 축방향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다.그런데 그림 3-2-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 2696mm(S3시료)의 잔류제논 농도 1.331cc/gU로 1908mm(S2시료)의

1.246cc/gU보다 약 7% 높게 측정되었다.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라 다르지만 핵분

열생성기체에서 제논의 농도가 크립톤 보다 약 10배 정도 높은 조성이다.따라서

크립톤 제논을 합한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 농도 한 2696mm(S3시료)가

1.468cc/gU로 1908mm(S2시료)의 1.377cc/gU 보다 높게 계산되었다.그러나

체 으로 조사핵연료 의 높이에 따라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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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11.Retainedkryptondependingonlocal

burn-upofanirradiatedoxidefuel.

Fig.3-2-212.Retained xenon dependingon local

burn-upofanirradiatedoxidefuel.

Fig.3-2-213.Retained fission gasdepending on

localburn-upofanirradiatedoxide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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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14.RetainedKrconcentrationsdepending

onaxialpositionsofanirradiatedfuelrod.

Fig.3-2-215.RetainedXeconcentrationsdepending

onaxialpositionsofanirradiatedfuelrod.

Fig.3-2-216Retained fission gas concentrations

dependingonaxialpositionsofanirra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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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피복 산화층 두께에 따른 핵분열생성기체 잔류특성

원자로 내에서 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일차냉각재와 하는 핵연료피복

외부에 산화층이 생성된다. 한 고온의 핵연료와 하는 핵연료 피복 내부

에도 산화층이 생성된다.이러한 피복 내,외부에 생성된 산화층에 의해 핵연료

의 열 도도가 감소하며 경우에 따라 국부과열로 인한 피복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그림 3-2-217~220은 피복 내부산화층 두께 측정을 해 시료 채취 치의

핵연료와 피복 면을 촬 한 사진이다. 한 그림 3-2-221~224는 피복 외

부산화층 두께 측정을 해 시료 채취 치의 일차냉각재와 피복 면을 촬

한 사진이다.피복 내부 외부의 산화층 두께는 부 촬 사진의 펙

셀수로 계산하 다.

표 3-2-113에 피복 내부 외부산화층 두께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피복

내부산화층 두께는 9.0-10.4μm 범 이며 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와 상 성을

확인 할 수 없었다.그러나 고온,고압의 원자로 환경에서 1차 냉각재와 하고

있는 핵연료피복 외부산화층 두께는 12.8-41.5μm로 축방향 높이에 따라 증가

하 다.조사핵연료 의 가장 높은 치에서 채취한 S4(3537mm)시료의 피복

외부산화층 두께는 41.5μm로 S1(618mm)시료의 약 3배 이상이었다.

피복 내부산화층 두께는 하는 부분 핵연료의 산화상태 국부온도와

한 상 성이 있다.핵연료의 정상 인 연소상태에서 핵연료 축방향에 따른

핵연료의 산화상태 온도 구배는 크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고온의 핵연료와

하고 있는 피복 내부산화층의 두께는 축방향 치에 상 없이 비교 일정

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 피복 내부에 불활성기체인 헬륨이 고압으로 충진되

어 있어 피복 내부가 외부에 비해 산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원자로에서 1차 냉각재의 출구 온도는 입구 온도에 비해 약 40-50℃ 높으며 이

부분에서 냉각재의 심한 와류가 발생한다.고온,고압의 원자로 환경에서 핵연료

피복 재료인 지르칼로이는 1차 냉각재와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킨다.공기보

다 가벼운 수소의 특성에 의해 발생된 수소는 원자로 상부에 집 되며 따라서 지

르칼로이 피복 의 수소화는 피복 의 상부에서 심화된다.이와 같은 여러 요인

에 의해 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라 지르칼로이 피복 외부산화층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Sample1 Sample2 Sample3 Sample4

Insideoxide layer(um) 10.4 9.0 9.4 9.8

Outsideoxidelayer(um) 12.8 19.3 29.8 41.5

Table3-2-113.Insideoxidelayerofanirradiatedzircaloyc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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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17.Inside oxide

layerofS1sample.

Fig.3-2-218.Insideoxide

layerofS2sample.

Fig.3-2-219.Inside oxide

layerofS3sample.

Fig.3-2-220.Inside oxide

layerofS4sample.

Fig.3-2-221.Outside oxide

layerofS1 sample.

Fig.3-2-222.Outsideoxide

layerofS2sample.

Fig.3-2-223.Outside oxide

layerofS3sample.

Fig.3-2-224.Outsideoxide

layerofS4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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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5,226에 핵연료피복 외부산화층 두께에 따른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 농도를 도시하 다.피복 외부산화층 두께에 따른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

특성을 규명하기 해 측정결과를 S1(618mm)시료의 국부연소도로 보정하 다.

외부산화층 두께 29.8μm인 3번(2696mm)시료가 19.3μm 두께의 S2(1980mm)

시료에 비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농도가 높았다.그러나 체 으로 핵분열생

성기체의 잔류농도가 피복 외부산화층 두께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림 3-2-227에 시험 핵연료피복 외부산화충 두께에 따른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 특성을 나타내었다.조사핵연료 국부연소도를 S1시료의 연소도로 보정하

을 때 핵연료피복 외부산화층에 두께에 따른 핵연료 조직내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율 범 는 약 75-84% 범 다.S3(2696mm)시료의 핵연료피복 외부산화

층 두께가 29.8μm로 S2(1908mm)의 19.3μm에 비해 높지만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율은 S3(2696mm)시료가 약 80%로 S2(1908mm)시료의 79%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핵분열생성기체 잔류율의 역 상 원인을 규명하기

해서는 시료의 표성,채취시료의 미세조직 기타 사항을 고려한 잘 정의된

실험을 통한 자세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그러나 체 으로 핵분열생성기체의

핵연료조직내 잔류율은 피복 외부산화층 두께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원자로 내에서 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핵연료의 축방향에 따라 온도구배가

일어난다.핵연료의 축방향 온도분포는 그림 3-2-228에서와 같이 연소시작(begin

oflife) 연소종료(endoflife)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인다.원자로에서 핵연료

의 성자 조사가 시작(beginoflife)되면 핵연료 축방향의 간 높이에서 핵연

료의 온도가 가장 높으며 그 곳을 심으로 좌,우 방향에서는 상 으로 온도

가 낮아지는 포물선 모양의 분포를 보인다.이와 같은 축방향 높이에 따른 큰 온

도구배는 핵연료의 연소종료(endoflife)와 함께 평탄해지는 특성을 갖는다.

핵연료 조직 내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율은 핵연료의 온도와 가장 한 계

가 있다.핵연료 피복 내외부에 생성된 산화층은 핵연료의 열 도도를 감소시

키며 경우에 따라 핵연료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국부과열 상이 나타난다.

특히 원자로 내에서 1차 냉각재와 하고 있는 핵연료 피복 외부산화층 두께

증가는 핵분열생성기체 잔류특성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마)조사핵연료의 도에 따른 핵분열생성기체 잔류특성

표 3-2-114는 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라 측정한 4개 시료의 도 측정결과

이다.조사핵연료의 기 설계 도는 10.44g/cm
3
(95% TD)로 제조되었다.조사

핵연료의 도는 10.167-10.239g/cm
3
범 으며 평균 10.191g/cm

3
로 계산되었

다. 한 도 변화에 따른 부피변화는 1.96-2.69% 범 으며 평균 2.45%로 계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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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25.Retainedkryptontooutsideoxidelayer.

Fig.3-2-226.Retainedxenontooutsideoxidelayer.

Fig.3-2-227.Retentionpercentoffissiongastooutsideoxid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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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28.Expectationoffueltemperaturealongaxialdirectionofafuel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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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g/cm3)

Volume

change(%)

Initialdensity

(g/cm3)
Location(mm)

10.184±0.014 2.514

10.44

647-657(S1)

10.172±0.010 2.635 1937-1947(S2)

10.167±0.009 2.685 2727-2737(S3)

10.239±0.010 1.963 3566-3576(S4)

Average 10.191±0.0108 2.449 　　

Table 3-2-114.Localdensity ofan irradiated oxide fueldepending on axial

directions.

그림 3-2-229에 조사핵연료 국부연소도에 따른 도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조

사핵연료의 도 측정결과 3566mm에서 채취한 S4시료가 10.239g/cm
3
로 가장

높았으며 부피변화는 1.963% 다.축방향 치 3566mm의 S4시료를 제외한 나머

지 S1,S2,S3시료의 도는 각각 10.184,10.172,10.167g/cm
3
로 높이에 따라 감소

하 고 부피 변화율은 2.514,2.635,2.685%로 증가하 다.

그림 3-2-230에 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른 핵연료 도 변화를 도시하 다.

그림 3-2-2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S1(647mm),S2(1937mm),S3(2727mm)에서는

축방향 높이 증가에 따라 핵연료의 도가 감소하 다.그러나 조사핵연료 축방향

가장 높은 치에서 채취한 S4(3566mm)의 핵연료의 도는 S3에 비해 약 1% 정

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측정한 시료의 최 최고 도가 약 1% 이하이의

작은 차이를 보이므로 더 많은 자료의 축 이 요구된다.

고온,고압환경의 원자로에서 핵연료의 성자 조사시 연소 기에는 핵연료의

도가 증가하는 고 화 상이 일어나며 일정 연소도 이상이면 핵연료의 부피가

팽창하는 팽윤(swelling)이 일어난다.이러한 핵연료의 부피변화는 핵연료의 기 물

리화학 성질 성능을 변화시키며 핵연료조직내 핵분열생성기체 잔류특성에

향을 미친다.

조사핵연료 조직내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율이 높아지면 핵연료의 도는 낮아

진다.그림 3-2-231,232에 측정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과 도의

상 성을 나타내었다.S1(647mm)시료의 국부 도가 10.184g/Cm
3
로 S3(2727

mm)의 10.167 g/cm
3
보다 약 0.2% 높지만 크립톤 잔류농도는 S1(647 mm)이

S3(2727mm)보다 약 2% 높게 나타났다.그림 3-2-233은 코드 핵분열생성기체 발

생량으로 계산한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율과 국부 도의 상 성을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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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29.Fueldensitytoburnup.

Fig.3-2-230.Fueldensitytoaxialheightofanirradiated fuel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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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31.Retainedkryptontolocaldensity.

Fig.3-2-232.Retainedxenonandtotalfissiongas

concentrationstofueldensity.

Fig.3-2-233.Fissiongasretentiontofuel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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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647mm)시료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의 핵분열생성기체 잔류율은 시료의 국부

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조사핵연료 가장 높은 곳에서 채취한

S4(3566mm)시료의 도는 10.239cc/cm
3
이었으며 핵분열생성기체 잔류 농도는

1.187cc/gU로 가장 낮았다.

바)핵연료 소결체 반경방향 치에 따른 핵분열생성기체 잔류특성

시험 조사핵연료 축방향 4개 치에서 각 치별로 1개 조사핵연료 소결체의

심, 간,외부의 반경방향에 따른 핵분열생성기체 잔류율을 측정하 다.각

치에 따라 길이 1.3mm x폭 2.0mm x깊이 2.0mm로 단한 시료를 사용하

다.표 115에 조사핵연료 소결체 반경방향에 따른 잔류 크립톤의 측정결과를 나

타내었다.조사핵연료 높이에 따라 채취한 S1,S2,S3 S4시료의 소결체 반

경방향에 따른 크립톤 잔류 농도는 각각 0.126-0.153cc/gU,0.133-0.135cc/gU,

0.108-0.133cc/gU 0.113-0.121cc/gU로 측정 되었다.

Location S1 S2 S3 S4

Center 0.126 0.133 0.108 0.113

Middle 0.147 0.134 0.121 0.113

Out 0.153 0.135 0.133 0.121

Average 0.142 0.134 0.121 0.116

STDEV 0.014 0.001 0.012 0.005

Table3-2-115.Retainedkryptonconcentrationsalongwiththeradialpositionsof

anirradiatedoxidefuelpellet.

그림 3-2-234에 조사핵연료 소결체 반경방향에 따른 크립톤의 잔류농도를 나타

내었다.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라 채취한 4개 시료 모두 소결체의 반경

방향 심에서 외부로 가면서 크립톤 잔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S1,S2,S3,S4등 4개 시료의 평균 크립톤 잔류농도는 각각 0.142cc/gU,0.134

cc/gU,0.121cc/gU,0.116cc/gU로 축방향 높이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표 3-2-116에 조사핵연료 소결체 반경방향에 따른 잔류 제논의 측정결과를 나타

내었다.조사핵연료 높이에 따라 채취한 S1,S2,S3 S4시료의 소결체 반경

방향에 따른 잔류 제논 농도는 각각 1.138-1.418cc/gU,1.130-1.347 cc/gU,

1.057-1.340cc/gU 1.077-1.190cc/gU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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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34.Retained krypton distribution along with

theradialpositionsofanirradiatedoxidefuelpellet.

Fig.3-2-235.Retainedxenondistributionalongwiththe

radialpositionsofanirradiatedoxidefuelpellet.

Fig.3-2-236.Retainedfissiongasdistributionalongwith

theradialpositionsofanirradiatedoxidefuel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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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S1 S2 S3 S4

Center 1.138 1.130 1.057 1.077

Middle 1.350 1.153 1.168 1.086

Out 1.418 1.347 1.340 1.190

Average 1.302 1.210 1.189 1.117

STDEV 0.146 0.119 0.142 0.063

Table3-2-116.Retainedxenonconcentrationsalongwithradialpositionsofan

irradiatedoxidefuelpellet.

그림 3-2-235에 조사핵연료 소결체 반경방향에 따른 제논의 잔류농도를 나타내었

다.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라 채취한 4개 시료 모두 소결체의 반경방향

심에서 외부로 가면서 제논 잔류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S1,S2,S3,

S4등 4개 시료의 평균 제논 잔류농도는 각각 1.302cc/gU,1.210cc/gU,1.189

cc/gU,1.117cc/gU로 축방향 높이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표 3-2-117에 조사핵연료 소결체 반경방향에 따라 측정한 잔류 크립톤 제논

농도를 합한 총핵분열생성기체의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조사핵연료 높이에

따라 채취한 S1,S2,S3 S4시료의 소결체 반경방향에 따른 잔류 총핵분열생성

기체 농도는 각각 1.264-1.571cc/gU,1.263-1.482cc/gU,1.165-1.473cc/gU

1.190-1.311cc/gU로 측정되었다.

Location S1 S2 S3 S4

Center 1.264 1.263 1.165 1.190

Middle 1.497 1.286 1.290 1.199

Out 1.571 1.482 1.473 1.311

Average 1.444 1.344 1.309 1.234

STDEV 0.161 0.120 0.155 0.068

Table3-2-117.Retainedfissiongasconcentrationsalongradialpositionsofan

irradiatedoxidefuelpellet.

그림 3-2-236에 조사핵연료 소결체 반경방향에 따른 잔류 크립톤 제논 농도

를 합한 총핵분열생성기체의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

에 따라 채취한 4개 시료 모두 소결체의 반경방향 심에서 외부로 가면서 총핵

분열생성기체의 잔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S1,S2,S3,S4등 4개

시료의 평균 총핵분열생성기체 잔류 농도는 각각 1.444cc/gU,1.344cc/gU,

1.309cc/gU,1.234cc/gU로 축방향 높이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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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의 성자 조사시 핵연료 의 축방향과 마찬가지로 핵연료 소결체의 반

경방향에 따라 온도구배가 일어난다.이와 같은 핵연료 소결체 반경방향에 따른

온도구배는 핵연료와 1차 냉각재와의 거리에 상 한다.그림 3-2-237에 성

자 조사 시 핵연료 반경방향에 따른 온도구배를 도시하 다.핵연료의 성자 조

사 시작 시(beginoflife)소결체 심 온도는 약 1200℃가 되며 피복 과 하

는 부분에서는 약 500℃로 측된다. 한 조사 종료시 핵연료 소결체 심의 온

도는 약 900℃가 되며 피복 부분에서는 약 400℃로 측된다. 한 일정

연소도 이상의 고연소에서는 핵연료 표면 약 100μm 범 에서 결정립이 작아지

는 재결정화(rim 조직)가 일어난다.

핵연료 조직내 핵분열생성기체의 잔류율은 핵연료의 온도에 가장 큰 향을 받

으며 핵연료의 국부온도와 핵분열생성기체 잔류율은 서로 반비례 계에 있다.핵

연료 조사 핵연료 소결체 심부의 온도는 약 1000℃ 이상의 고온을 유지하며

이 부분에서 핵분열생성기체의 thermalrelease가 일어난다.이와 같은 고온의 핵

연료 심부 조직내 미세 기포 결정립계에 포집되어 있는 핵분열생성기체는

부분이 조직을 이탈하여 핵연료 내 자유공간으로 방출된다.

조사핵연료의 자탐침미세분석에 의하면 핵연료 소결체 심부의 잔류핵분열

생성기체의 농도가 약 0.25wt%로 보고된 경우가 있다. 한 이 농도는 핵연료

매질내에 잔류될 수 있는 한계 농도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와 같은 thermal

release가 일어나는 구역은 핵연료 소결체의 매우 좁은 심부에 국한되며 소결체

심부와 표면 사이에 격한 온도구배가 생긴다.

핵연료의 성자 조사시 핵연료 소결체와 피복 이 하는 부분의 온도가 가

장 낮으며 약 400-500℃를 유지한다. 한 핵연료의 연소진행에 따라 소결체 표면

부의 일정 미세부분(약 100μm 내외)에서 재결정 조직(rim 조직)이 생성된다.이

러한 핵연료 조직의 미세변화는 핵분열생성기체 잔류 성능에 향을 미출 수 있

다.따라서 피복 과 하는 핵연료 소결체 표면의 낮은 온도 역에서는 핵연

료 조직변화에 의한 핵분열생성기체 방출이 일어 날 수 있다.

사)조사핵연료의 미세조직

핵연료의 성자 조사에 의한 핵연료 피복 의 물리화학 특성 변화는 핵연

료의 성능 열화를 래한다.특히 조사핵연료 조직내 여러 가지 크기의 균열,기

포 공극 핵연료 조직의 재결정화는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 특성과 깊은 상

성이 있다.따라서 조사핵연료의 거시 미세 조직 찰 자료는 핵연료 연소

평가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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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37.Prediction ofan oxidefueltemperaturealongwith itsradi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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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8~242는 조사핵연료 의 축방향 높이에 따라 4개 치에서 채취한

조사핵연료의 거시조직 이다.채취한 조사핵연료 시편을 화학 부식 처리후

학 미경으로 10배 확 하여 촬 한 사진이다.핵연료의 성자 조사에 의해 최

핵연료 조직이 손상되어 여러 가지 크기의 공극,균열 등이 많이 발견된다.

그림 3-2-242~257에 조사핵연료 의 높이에 따라 4개 치에서 채취한 조사핵

연료의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채취한 조사핵연료 시편을 화학 부식처리 하여

학 미경으로 400배 확 촬 한 사진이다.조사핵연료의 심을 기 으로 A,

B,C구역으로 나 어 찰하 다.조사핵연료의 가장 외부 표면 부분인 A 구역

에서 핵연료의 고연소화에 의한 약 100μm 두께의 재결정 조직(rim 조직)이 생성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조사핵연료의 간 부분인 B구역에서는 정상 인 핵연

료 결정립 크기 모양을 보이지만 심구역(C)과 가까운 부분의 결정립 표면에

기포가 생성되기 시작한다.조사핵연료 심 부분인 C구역에서는 부분의 결정

립 표면에서 기포가 발견된다.따라서 조사핵연료 심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

핵연료의 성자 조사에 따른 조직의 열 손상(thermaldamage)이 큼을 알 수 있

다.이러한 핵연료 심부의 고온은 핵분열생성기체의 높은 방출을 가져온다.

8)핵분열생성기체의 동 원소 분포특성

그림 3-2-258에 열 성자로에서
235
U,

239
Pu,

241
Pu등 핵분열성 물질에 의한 크

립톤 제논의 이론 인 생성율을 도시하 다.이론 으로는
239
Pu,

241
Pu에 의

한 크립톤의 생성률은
235
U에 비해 떨어진다.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239
Pu,

241
Pu에 의한 제논 생성률은

235
U에 비해 약간 증가한다.핵연료의 연소도 증가에

따라 핵연료 내에 핵분열성핵종인
239
Pu,

241
Pu축 량이 증가한다.따라서 정상

상태 원자로 운 에서 연소도 증가에 따라 핵분열생성기체의 Xe/Kr비가 증가

하게 된다.그러나 비정상 인 원자로 운 에서는 핵분열생성기체의 Xe/Kr비가

연소도에 따라 직선 인 증가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따라서 측정한 핵분열생

성기체의 동 원소 비를 통해 핵연료의 조사거동을 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259는 측정한 핵분열생성기체의 Xe/Kr비를 국부 연소도에 따라 도

시한 것이다.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른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Xe/Kr비

는 9.41-9.76범 로 나타났다.조사핵연료 의 천공/포집에 의한 방출핵분열생성

기체의 Xe/Kr비는 9.59로 측정되었다.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른 잔류

핵분열생성기체 천공/포집에 의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Xe/Kr는 핵연료의

연소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천공/포집에 의한 방출핵분열생성

기체는 핵연료 조사 시 방출된 핵분열생성기체의 평균조성을 나타낸다.측정한

핵분열생성기체의 Xe/Kr비가 연소도에 따른 측에 근한다는 것은 시험 조

사핵연료 이 정상 연소된 건 한 연료 임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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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8. Macro

morphologyofsample1.

Fig. 3-2-239. Macro

morphologyofsample2.

Fig. 3-2-240. Macro

morphologyofsample3.

Fig. 3-2-241. Macro

morphologyofsamp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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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42.

Positionsfor

micromorphology

ofsample1.

Fig.3-2-243.Micro

morphologyof

sample1Aposition.

Fig.3-2-244.Micro

morphologyof

sample1Bposition.

Fig.3-2-245.Micro

morphologyof

sample1Cposition.

Fig.3-2-246.

Positionsfor

micromorphology

ofsample2.

Fig.3-2-247.Micro

morphologyof

sample2Aposition.

Fig.3-2-248.Micro

morphologyof

sample2Bposition.

Fig. 3-2-249. Micro

morphology of

sample2Cposition.

Fig.3-2-250.

Positionsfor

micromorphology

ofsample3.

Fig.3-2-251.Micro

morphologyof

sample3Aposition.

Fig.3-2-252.Micro

morphologyof

sample3B.

Fig. 3-2-253. Micro

morphology of

sample3Cposition.

Fig.3-2-254.

Positionsfor

micromorphology

ofsample4.

Fig.3-2-255.Micro

morphologyof

sample4Aposition.

Fig.3-2-256.Micro

morphologyof

sample4Bposition.

Fig.3-2-257.Micro

morphologyof

sample4C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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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58.Theoreticalyieldofkryptonorxenon

dependingonfissilenuclides.

Fig.3-2-259.Xe/Krratiooffissiongasdepending

onlocalburnup.

Fig.3-2-260.Xe/Krratioofretained fission gas

alongradialpositionsofirradiatedoxide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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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소결체 반경방향에 따라 측정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Xe/Kr비를 표

3-2-118 그림 3-2-260에 나타내었다.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라 채취한

S1(618mm),S2(1908mm),S3(2966mm),S4(3537mm)에서 측정한 시료의 잔류 평

균 Xe/Kr비는 각각 9.15,9.03,9.84,9.62로 측정되었으며 1908mm의 S2시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소결체 최외각 부분 미세 역 약

100μm(rim)의 연소도는 소결체 평균연소도에 비해 높아진다.따라서 이론 으로는

핵연료 소결체 최외각 부분에서 Xe/Kr비가 높아질 것이다.조사핵연료 반경방향에

따라 측정한 4개 시료 모두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Xe/Kr비가 핵연료 소결체 표면

에서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소결체 반경방향에 따른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평균

Xe/Kr비는 시료의 국부 연소도에 따른 측과 다르게 나타났다. 한 조사핵연료

축방향 1908mm에서 채취한 S2시료의 심(center) 간(middle)의 잔류핵분열

생성기체 Xe/Kr비가 각각 8.51,8.61로 다른 축방향 시료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핵연료 소결체 표면의 Xe/Kr비 특성을 명확히 보기 해서는 핵연료 재결정

조직(rim)크기의 마이크로 시료 비 장비가 필요하다. 한 고에 지 감마선을 차

폐할 수 있는 자탐침미세분석기와 같은 미세분석장비를 구비해야 한다.본 연구

에서는 실험 인 라의 한계로 소결체 반경방향 시료 채취 시 기계식 소형톱을 사용

하여 소결체의 심, 간,외부의 3부분으로 나 었다.따라서 비한 시료 크기의

제한으로 미세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 분포특성을 고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S1 S2 S3 S4

Center 9.04 8.51 9.81 9.49

Middle 9.15 8.61 9.63 9.57

Out 9.26 9.97 10.09 9.80

Average 9.15 9.03 9.84 9.62

STDEV 0.11 0.82 0.24 0.16

Table3-2-118.Xe/Krratiosofretainedfissiongasalong radialpositionsofan

irradiatedoxidefuelpellet.

크립톤 제논 동 원소의 이론 인 생성률 한 핵분열성 우라늄 루토늄

에 따라 달라진다.그림 3-2-261,262에
235
U,

239
Pu,

241
Pu의 핵분열성 물질에 따른

크립톤 제논 동 원소의 단독 혹은 동 원소 조합의 이론 인 생성률을 도시하

다. 술한 바와 같이 크립톤 동 원소의 단독 혹은 동 원소 조합의 생성률은

핵분열성 핵연료의 연소 진행에 따른
239
Pu,

241
Pu에 축 에 의해 상 으로 감소할

것이다.그러나 제논 동 원소의 생성률은 핵연료 연소진행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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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61.Theoreticalyield ratiosofkrypton

isotopesdependingonfissilenuclides.

Fig.3-2-262.Theoreticalyield ofxenon isotopes

dependingonfissilenuclides.

Fig.3-2-263.Theoreticalyield ofkrypton and

xenonisotopesdependingonfissilenucl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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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3에 핵분열성 우란늄 루토늄에 의한 크립톤 제논의 동종 혹

은 이종 핵종 간 이론 인 동 원소 생성 비를 도시하 다.핵연료의 성자 조

사 시 크립톤 제논의 이론 인 동 원소 생성 비에 의하면 연소도 증가에 따

라
83
Kr+

84
Kr/

86
Kr

131
Xe+

132
Xe/

134
Xe의 비는 증가하게 된다.그러나 핵연료의

연소도 증가에 따라 핵분열생성기체의
86
Kr/

134
Xe비는 감소하게 된다.

표 119에 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라 측정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 방출핵

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동 원소 분포 비를 정리하 다.열 성자로에

서 UO2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크립톤 제논 동 원소 생성율을 고려하면

86
Kr/

134
Xe의 비는 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라 감소하는 특성을 보여야 한다.측정

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86
Kr/

134
Xe비는 0.1831-0.1886으로 S4가 가장 높은 값

을 보 다.측정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86
Kr/

134
Xe비는 0.1896으로 S4시료보

다 높은 값을 보 다.

Isotopesratios S1 S2 S3 S4
Puncturing/

collection

(83Kr+84Kr)/86Kr 0.8898 0.8959 0.8783 0.8603 0.8515

(131Xe+132Xe/134Xe) 1.0481 1.0482 1.0462 1.0391 1.0623

136Xe/(131Xe+132Xe) 1.4077 1.4197 1.4218 1.3841 1.3960

86
Kr/

134
Xe 0.1839 0.1857 0.1831 0.1886 0.1896

85
Kr/

86
Kr 0.1000 0.1006 0.0991 0.0994 0.0982

Table3-2-119.RatiosofKryptonandxenonisotopesinthemeasuredfissiongas

그림 3-2-2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한 조사핵연료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86Kr/134Xe비가 측정 시료의 국부연소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러나

조사핵연료 의 천공/포집에 의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86Kr/134Xe의 비는 이론

인 측에 비해 상당히 벗어나는 결과를 보 다.천공/포집 방법으로 측정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는 핵연료의 성자 조사 과정을 통하여 방출된 핵분열생

성기체의 평균조성을 나타낸다.따라서 핵분열생성기체의 이론 인 생성률과 다

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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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64.
86
Kr/

134
Xe offission gas to fuel

burnup.

Fig.3-2-265.
83
Kr+

83
Kr/

86
Kroffissiongastolocal

bur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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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성자로에서 핵연료의 성자 조사 시 핵분열생성기체 크립톤 제논의

이론 인 생성률을 보면
83
Kr+

84
Kr/

86
Kr과

86
Kr/

134
Xe비

131
Xe+

132
Xe/

134
Xe과

86
Kr/

134
Xe비는 서로 반비례 계에 있다.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른 잔류

핵분열생성기체의 (
83
Kr+

84
Kr)/

86
Kr비는 0.8603-0.8959 으며,S4가 가장 낮고 S2

가 장 높은 값을 보 다.측정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
83
Kr+

84
Kr)/

86
Kr비는

0.8515로 잔류핵분열생성기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조사핵연료 축방향에 따

라 측정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
131
Xe+

132
Xe/

134
Xe)비는 1.0391-1.0482 으며 S4

시료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
131
Xe+

132
Xe/

134
Xe)비는

1.0623으로 잔류핵분열생성기체보다 높은 값을 보 다.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83
Kr+

84
Kr/

86
Kr과

86
Kr/

134
Xe비

131
Xe+

132
Xe/

134
Xe과

86
Kr/

134
Xe비가 핵연료

의 건 성에 계한다는 보고가 있다.결함 핵연료 의 경우 냉각재와 핵연료의

에 의해 UO2+x의 과산화상태가 되며 크립톤 제논 생성의 구핵종 거동

이 달라진다.따라서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86
Kr/

134
Xe비에 비해 매우 높은

83
Kr+

84
Kr/

86
Kr

131
Xe+

132
Xe/

134
Xe비를 보일 수 있다.

그림 3-2-265,266에서 측정한 잔류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83
Kr+

84
Kr/

86
Kr

131
Xe+

132
Xe/

134
Xe비와 연소도와의 상 성은 명확하지 않다.방출핵분열생성

기체의
83
Kr+

84
Kr/

86
Kr는 핵연료의 연소도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이지만

131
Xe+

132
Xe/

134
Xe비는 높은 값을 보 다.

그림 3-2-267,2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한 잔류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83
Kr+

84
Kr/

86
Kr과

86
Kr/

134
Xe비

131
Xe+

132
Xe/

134
Xe과

86
Kr/

134
Xe비가 상당한 분

산도를 가지지만 비정상 으로 높은
83
Kr+

84
Kr/

86
Kr

131
Xe+

132
Xe/

134
Xe비가 검

출되지 않았다.따라서 시험 조사핵연료 은 건 한 핵연료 으로 추정된다.

측정한 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동 원소 비를 조합하여 핵연료 연

소거동,핵분열생성기체 방출거동,생성량 측 련 코드개발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핵분열생성기체의 발생량(Fissiongasgeneration,FGG)

측모델 개발에 있어서
135
Xe의

136
Xe으로의 환율 측이 매우 요하다.

135
Xe

은 반감기 약 9.5시간으로 매우 짧지만 성자 포획단면 이 매우 높아 생성된

135
Xe의 상당한 분율이

136
Xe으로 환된다.따라서 핵분열생성기체량(Fissiongas

generation,FGG) 측모델 개발에 있어서
135
Xe의

136
Xe 환율을 정확하게 측

해야 한다. 이때 핵연료 연소도에 따른 방출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136
Xe/(

131
Xe+

132
Xe)비가 유용한 자료가 된다.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라 측

정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136
Xe/(

131
Xe+

132
Xe)비는 1.3841-1.4218 으며 S4시료

가 가장 낮은 값을 보 다.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136
Xe/(

131
Xe+

132
Xe)비는

1.3960으로 S4시료보다 약간 높은 값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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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66. 131
Xe+

131
Xe/

134
Xe of fission gas to local

burnup.

Fig.3-2-267.
83
Kr+

84
Kr/

86
Kroffissiongasto

86
Kr/

134
Xe.

Fig.3-2-268.
131
Xe+

132
Xe/

134
Xeoffissiongasto

86
Kr/

134
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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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방출 핵분열생성기체의
136
Xe/(

131
Xe+

132
Xe)비는 연소도에 따라 직선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그림 3-2-269참조).핵분열생성기체 부분의

크립톤 제논 방사성 동 원소는 반감기가 매우 짧아 잔류 방출 핵분열생

성기체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는다.그러나
85
Kr는 반감기 약 10.7년의 감마핵종

으로 잔류 방출 핵분열생성기체에 존재한다.조사핵연료 조직에서 이탈하여

핵연료 내 자유공간으로 방출된
85
Kr는 반감기에 따라 단순 붕괴되지만 조사

핵연료 내 잔류
85
Kr는 붕괴 변환 등 복잡한 거동을 보인다.따라서 방출핵분

열생성기체의
85
Kr/

86
Kr비는 조사핵연료 의 냉각시간에 따라 감소하게 되지만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85
Kr/

86
Kr비의 측은 용이하지 않다.

조사핵연료 내 잔류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85
Kr/

86
Kr비를 조합함으로써 핵

분열생성기체 방출의 평균 연령을 구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개발된 핵분열생성기

체 모델의 정확성 측에 이용될 수 있다.조사핵연료 축방향 높이에 따라 측정

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85
Kr/

86
Kr비는 0.0991-0.1006으로 S3시료가 가장 낮은

값을 보 다.천공/포집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85
Kr/

86
Kr비는 0.0982로 잔류

핵분열생성기체 보다 낮은 값을 보 다.시험 조사 핵연료 의 원자로에서 인출

후 시험까지의 냉각시간은 1357일 이었다.그림 3-2-27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

정한 1개 조사핵연료 의 잔류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85
Kr/

86
Kr비로 핵연료

의 연소특성을 고찰할 수 없다.따라서 향후 연소이력이 확실한 조사핵연료에

한 련 실험 자료의 생산,축 이 요구된다.

7)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 거동

가)코드 방출핵분열생성기체 측정에 의한 방출율

조사핵연료 의 천공/포집 기체크로마토그라피 측정에 의한 방출핵분열생

성기체의 정량분석으로 조사핵연료 내 방출 Kr Xe의 양을 계산하 다.내

용 약 20cm
3
시료포집병 3개의 기체크로마토그라피 측정결과,크립톤 제

논의 평균 농도는 각각 1.20%,11.6%로 검출되었다.이 농도를 기 으로 계산한

조사핵연료 내 방출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제논 양은 0℃ 1atm의 표

상태에서 각각 5.7,54.6cc이었으며 핵분열생성기체 총 방출량은 60.3cc이었다.

표 3-2-120,121는 코드계산에 의한 조사핵연료의 핵분열생성기체 크립톤

제논 발생량이다.핵연료 기 설계조건 운 연소도 56.9GWd/tU을 기 으

로 SCALE6ORIGEN-S코드에 의한 크립톤 제논의 생성량은 표 상태에서

각각 285,2816cc이며 총 3101cc로 계산되었다.핵분열생성기체의 코드 발생량

과 천공/포집에 의한 핵분열생성기체 방출량 기 으로 계산하면 시험한 조사핵

연료의 핵분열생성기체 총방출율은 1.94%가 된다. 한 크립톤 제논의 개별

방출율은 각각 2.00%,1.94%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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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69.
136
Xe/(

131
Xe+

132
Xe)offission gasto

localburnup.

Fig.3-2-270.
85
Kr/

85
Kroffissiongastobur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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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g/rod mole/rod cc/rod

83 1.129E-01 1.360E-03 30.47

84 3.636E-01 4.329E-03 96.96

85 5.649E-02 6.646E-04 14.89

86 5.486E-01 6.379E-03 142.89

Total 1.082E+00 1.273E-02 285.21

Table3-2-120.Kryptongenerationbyacodecalculation

Mass g/rod mole/rod cc/rod

131 1.112E+00 8.489E-03 190.14

132 3.714E+00 2.814E-02 630.25

134 4.798E+00 3.581E-02 802.05

136 7.246E+00 5.328E-02 1193.46

Total 1.687E+01 1.257E-01 2815.91

Table3-2-121.Xenongenerationbyacodecalculation

나)실험 자료에 의한 핵분열생성기체 방출율

본 연구에서 시험한 조사핵연료 의 제조 설계에 의하면 핵연료 내 핵연료충

진 높이(activelength)3810mm이며 핵연료 무게는 2.077kgUO2/rod,1.831

kgU/rod이다.조사핵연료 4개 치에서 측정한 조사핵연료 내 잔류 크립톤

제논의 평균 농도는 0℃,1기압의 표 상태에서 0.130cc/KgU,1.247cc/gU이었

다.측정한 잔류 크립톤 제논의 평균 농도로 계산하면 시험 조사핵연료 내

잔류 크립톤 제논의 양은 0℃,1기압 표 상태에서 각각 238cc,2283cc가

되며 총핵분열생성기체 잔류량은 2521cc가 된다.

조사핵연료 의 천공/포집으로 구한 핵분열생성기체 방출량과 조사핵연료 4개

치에서 채취한 조사핵연료의 융해/포집방법으로 측정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평균량을 합하면 실험 으로 구한 핵분열생성기체발생량이 된다.본 실험에서 천

공/포집에 의한 방출핵분열생성기체 크립톤 제논의 양은 표 상태에서 각각

5.7cc,54.6cc로 측정되었다.실험 측정에 의한 크립톤 제논 발생량은 표 상

태에서 각각 244cc,2338cc가 되며 총핵분열생성기체 발생량은 2582cc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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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측정 데이터로 계산한 핵분열생성기체의 핵연료 내 방출율은 2.33%

가 된다.표 3-2-122은 코드 실험 데이터에 의한 핵분열생성기체 방출율 계산

결과이다.

　 Kr Xe Total

Fissiongas

generationbyCode

calculation(cc)

285.21 2815.91 3101.12

Retainedgas

byexperiment(cc)
238.03 2283.257 2251

Releasedgas

byexperiment(cc)
5.69 54.57 60.25

Releasedgasby

codecalculation(%)
2.00 1.94 1.94

Releasedgasby

experiment(%)
2.33 2.33 2.33

Table3-2-122.Calculationresultsoffractionalfissiongasrelease(FF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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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핵연료/피복 의 화학결합 특성 연구

1.연구개요

본 연구는 고연소 경수로핵연료의 펠릿/피복 틈새에서 핵분열생성물,핵연료

피복 의 조성 원소 혹은 화합물 간 상호작용에 의해 펠릿/피복 간 화학결합

을 야기할 수 있고[3-3-1],이러한 화학결합이 핵연료의 연소거동에 향을 수 있

을 것으로 단되어 모사시험 실제핵연료를 상으로 한 반응층 측정을 통하여

이를 규명하고자 하 다.

고연소 경수로핵연료의 펠릿/피복 간 화학결합 규명을 한 모사시험을 하

여 펠릿/피복 틈새에서 Cs과 UO2의 반응물로서 발견되는 세슘 우라네이트

(caesium uranate)를 모사시편으로 합성하여 사용하 고, 다른 고연소핵연료 모

사시편으로 연소도가 평균 연소도 보다 매우 높은 rim 역 국부연소 특성을 갖

는 FP(핵분열생성물)과 UO2의 고용체(solidsolution)인 U1-yFPyO2(FP=Gd
3+)를 제

조하여 사용하 다.

피복 재료물질인 지르칼로이에 한 핵연료의 상호작용은 무엇보다 지르칼로

이의 기질을 이루는 주성분인 지르코늄(Zr)과 세슘 우라네이트 간의 반응이 향

을 것으로 상되어 이를 조사하기 하여 순수한 지르코늄 속분말,지르코늄

산화물인 ZrO2들과 합성한 세슘 우라네이트를 혼합하여 아르곤(Ar)분 기에서 가

열하면서 무게 열특성 변화를 측정하 다.

열분석을 통한 지르코늄 속분말과 세슘 우라네이트의 반응성을 확인하고,

련 반응식 반응기구 등 정량 인 정보를 얻기 하여 지르코늄에 해 세슘의

조성 즉 Cs-U-O/Zr의 비(무게비)에 따른 무게 열특성 변화를 측정하 다.

실제 피복 재료로 사용되는 지르칼로이에 한 세슘 우라네이트의 상호작용

을 조사하기 하여,잘 알려진 피복 재료들인 Zircaloy-4,Zirlo 고 Nb성분

Zircaloy(Nb1.5wt%)들의 평 시편과 Cs-U-O의 압분 pellet간의 확산 (diffusion

couple) 시험을 석 내 진공분 기에서 수행하고, 면의 표면 형태

(morphology) 원소의 성분분포를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PMA(electronprobemicroanalysis)로 측정하 다.

지르칼로이에 한 다른 확산 시험으로,피복 재료들인 Zircaloy-4,Zirlo

고 Nb성분 Zircaloy(Nb1.5wt%)들과 고연소 모사 U1-yFPyO2(FP=Gd
3+)간의 확

산 면에서 핵분열생성물 조성(연소도)변화에 따른 상호작용 정도를 SEM

EPMA로 측정하 다.사용후핵연료 실측은 경수로핵연료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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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연소 경수로 핵연료-지르코늄 합 화학결합 규명

핵연료와 지르코늄 합 (zircaloy,Zry)의 화학결합 규명을 해서는 Zry물성의

이해가 요하다.지르코늄 합 기질의 주성분인 지르코늄은 온도 862℃를 기 으

로 낮은 온도에서는 hcp(hexagonalclosedpacking)결정구조를 갖는 α상,높은 온도

에서는 bcc(bodycenteredcubic)구조를 갖는 β상 인 2개의 상(phase)이 존재하나,

지르코늄 합 은 α,β 상 외에 안정상태인 α‘,ω 그리고 widmanstatten상들이

존재한다.지르코늄의 산화물인 이산화지르코늄(ZrO2)은 단사격자의 결정구조를 가

지며,산화 속 체 에 한 산화물 체 의 비는 1.56으로 매우 커 지르코늄

속 표면의 산화물 층은 큰 압축 응력을 받게 된다.따라서 계면의 산화막은 높은

응력에서 안정한 정방격자(tetragonal)도 일부 존재한다.그러나 지르코늄 속의 산

화가 진행되어 산화막의 두께가 증가하면 산화막 층이 붕괴되고 압축응력이 감소하

므로 정방격자는 단사격자로 변한다.지르코늄은 고온에서 산소,질소 등 기체원소

와 쉽게 반응하여 내식성이 하되므로,몇 가지 속원소를 첨가하여 내식성이 강

화된 지르코늄 합 이 원자력산업에서 사용된다.잘 알려진 지르코늄 합 으로

Zircaloy-2,Zircaloy-4그리고 내식성을 향상시킨 농도 주석(Sn)개량 Zircaloy-4,

그리고 주석 함량을 이고 니오 (Nb)를 첨가한 Zirlo등이 있다.

주석은 지르코늄에 포함되어 질소에 의한 내식성을 강화시키나 3wt%를 과하면

반 로 부식을 진시키므로 ASTM규격인 1.2∼1.7wt% Sn범 로 포함시킨다.

철(Fe),크롬(Cr) 니 (Ni)이 핵연료 피복 용 지르코늄에 합 원소로 첨가되며

β상을 안정화시키고 α상을 소화시키는 작용을 한다.철,크롬 니 의 α상에서

고용도는 매우 낮아 소량을 첨가하여도 속간 화합물을 형성한다.철,크롬이 첨가

되는 Zircaloy-4에서는 hcp결정구조인 Zr(Fe,Cr)2가 속간 화합물로 석출되며 석출

물의 크기는 0.5㎛ 이하로 측정된다.Zircaloy-4에서 Fe/Cr비는 0.6∼1.5범 로 석

출물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지르코늄 합 의 내식성은 철과 크롬의 농도뿐만

아니라 Fe/Cr비의 큰 향을 받는다.지르코늄 합 의 철과 크롬의 양이 0.15wt%

이상이면 내식성이 향상되며,농도가 높을수록 내식성이 개선된다.그러나 350℃ 온

도에서는 Fe+Cr의 농도가 내식성 개선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은 반면,Fe/Cr비

가 클수록 내식성이 향상된다.

니오 (Nb)도 β상을 안정화시키고 α상을 소화시키는 작용을 하고,내식성을 향

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니오 을 첨가한 지르코늄 합 은 β상에서 완 고용이 일

어나지만 α상 역에서는 일부만이 고용된다.공석온도(eutectoid temperature)인

610℃에서 니오 의 최 고용도는 0.6wt%에 불과하다.그러므로 2wt% 이상의 함

량은 β상에서 담 질(quenching)후 시효처리(aging)로 가능하며 강도가 크게 향상



- 483 -

된다.

고연소경수로 피복 에 한 핵연료 주변은 세슘,텔루르,요오드 등 휘발성 방사

성 핵종들이 축 되어 피복 인 Zry혹은 UO2와 화학 반응성을 보이거나 상호간

반응으로 2차상 화합물을 생성한다. 한 평균 연소도 보다 매우 높은 국부연소

도로 인해 피복 에 한 핵연료 주변은 핵분열생성물 조성이 매우 높고 산소 퍼텐

셜이 높은 U1-yFPyO2의 고용체를 이룬다.핵연료/피복 틈새에서의 거동은 방사선

을 포함한 이러한 2차상 화합물,피복 U1-yFPyO2의 고용체들 간의 복합 상호

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이러한 거동의 규명을 해서 가능한 상호작용 각각을 모

사 설정한 실험이 유용할 수 있다.

가.피복 재료시편 고연소핵연료 모사시편의 제조

1)Zircaloy시편

세 종류의 지르코늄합 Zircaloy-4,Zirlo평 (각각 두께 1.5,0.85mm) 고

니오 지르코늄 합 (Nb1.5wt%;KAERILab제공)평 (두께 0.93mm)을

4(w)x5(l)mm 크기로 단한 시편을 제조하 다.

2)고연소핵연료 모사

고연소 환경에서 형성되는 2차상 화합물 핵분열생성비가 커서 조사핵연료

발견되는 세슘 우라네이트(U-Cs-O)를 합성하 고,고용체를 이루는 주원소들

인 란탄족원소들 하나인 Gd을 선택한 U1-yGdyO2고용체를 합성하여 지르코

늄 지르칼로이에 한 반응성을 조사하 다.

가)U-Cs-O의 합성

세슘의 우라네이트인 U-Cs-O는 우라늄 옥사이드(UO2,U3O8혹은 UO3)와 세

슘 카보네이트(Cs2CO3)혹은 세슘 옥사이드(Cs2O)간의 고체상태 반응에 의해

합성할 수 있다.세슘 옥사이드의 경우 일반 실험실에서 취 하기 까다로운 성

질(조해성 등 큰 반응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세슘 카보네이트를 사

용하 다.세슘 카보네이트는 취 이 쉽고 비교 온에서 분해되어 반응성이

큰 세슘 옥사이드를 생성하는 장 을 갖고 있다.세슘 카보네이트(Cs2CO3)의 경

우 610℃에서 Cs2O와 CO2로 분해되고 Cs2O가 우라늄 산화물과 반응하여 우라

네이트를 생성한다[3-3-2]. 다음 식 3-3-1,2에 따라 Cs2UO4를 합성할 수 있음

이 알려져 있다[3-3-3].

3Cs2CO3+U3O8+0.5O2→ 3Cs2UO4+3CO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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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2CO3+UO2+0.5O2→ Cs2UO4+ CO2 .............................(3-3-2)

본 연구에서는 의 반응식 3-3-2를 참조하여,다음의 과정에 따라 U-Cs-O를

합성하고 특성분석을 수행하 다.

∙ UO2(MW:270)와 Cs2CO3(MW:325.83)의 분말을 U과 Cs의 몰 비로 1:2(무

게 비로 0.828:1)이 되도록 양을 취하여 막자사발에서 잘 혼합하고 압분

(2ton,2분)처리하여 펠릿(pellet)으로 만들었다.

∙ 압분 처리한 펠릿을 670℃,공기 분 기에서 24시간 가열처리하여 오 지

색 반응생성물 U-Cs-O를 얻었다.

∙ 반응생성물을 XRD(X-raydiffractometer)로 측정한 결과,반응식 3-3-2에 따

른 상과 달리 Cs2UO4와 Cs2U2O7의 두 종류의 U-Cs-O를 확인하 다(그림

3-3-1).

∙ 반응생성물의 화학 조성(stichiometry)를 구하기 하여 시료를 0.03M 질

산에 용해하여 용액 U Cs의 농도를 각각 ICP-AES(Inductively

CoupledPlasmaAtomicEmissionSpectroscopy),AAS(AtomicAbsorption

Spectroscopy)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36wt% U,41wt% Cs그리고 나머

지를 산소로 추정하고 23wt% O의 값을 얻었다.이를 원자 몰 비로 환산하

면 U:Cs:O=1:2.03:9.4이었다.

∙ ICP-AES와 AAS에 의한 U과 Cs의 조성측정 결과에 의하면 생성된 U-Cs-O

혼합물의 조성은 UCs2O9.4로 나타낼 수 있으나,이 결과로 부터 XRD로 측

정된 두 화합물의 상 Cs2UO4와 Cs2U2O7의 stoichiometry를 일치시키기 어려

웠다.이러한 결과는 생성된 U-Cs-O 화합물 에 Cs2UO4와 Cs2U2O7외에

다른 조성의 oxide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음을 추정하게 하 고,향후 산소

퍼텐셜 등 합성 조건의 변화에 따른 U-Cs-O 생성물 조성변화를 규명하기

한 추가시험이 필요하다.

∙ 합성한 U-Cs-O의 물에 한 용해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일정량(30㎖)의 물

에 U-Cs-O 시료 18.81㎎을 가하 더니, 부분 침 으로 가라앉는 상을

보 다.여액 부분의 U과 Cs의 농도를 각각 ICP-AES,AAS로 측정한 결과

U-Cs-O 체 U의 0.5%, 체 Cs의 66%가 용해되어 있었다.이러한 결

과로부터 합성한 U-Cs-O는 물에 의해 분해된 후 일부 Cs은 물에 용해 상태

로 존재하게 되나 부분의 U은 가수분해에 의해 침 이 될 것이라는 추정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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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1.IdentificationofU-Cs-Ocompoundby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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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용후핵연료의 침출특성 연구와 련하여 여러 조건의 수용액에서

U-Cs-O의 용해특성 연구나 침 된 우라늄 화학종 용해되지 않은 34%의

Cs화합물에 한 규명도 필요하다.

나)모사 고연소핵연료 U1-yFPyO2제조

고연소핵연료 rim 역 국부연소도는 평균 연소도보다 매우 높아 ～200

GWd/tU 이상에 이른다[3-3-2]. 따라서 이러한 rim 역에서 UO2의

stoichiometry는 UO2와 고용체를 이루는 핵분열생성물 란탄족 원소들의 조성이

높아져 y값이 ～0.1이상인 U1-yFPyO2가 형성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rim 역 국부연소도를 모사하기 하여 란탄족 원소들 하나인 Gd
3+
을 선정

하여 다음의 과정에 따라 모사 고연소핵연료 U1-yGdyO2를 제조하 고,이 모사

핵연료는 연소도에 따른 핵연료/피복 반응성 측정을 한 확산 시험에 사

용하 다.

∙ 모사 고연소핵연료 U1-yGdyO2에서 y값이 0,0.1(～200GWd/tU),0.18(～400

GWd/tU)이 되도록 UO2 Gd2O3분말을 각각 칭량하여 취하고,막자사발

에서 잘 혼합하고 압분(2ton,2분)처리하여 펠릿(pellet)으로 만들었다.

∙ 압분 처리한 펠릿을 수소분 기,1700℃에서 12시간 소결하 다.

나.산소에 한 Zircaloy시편의 산화 안정성 시험

본 연구는 알곤 등 불활성기체를 사용하는 실험환경에서도 실험기기 재료의 산

소퍼텐셜 등 제어할 수 없는 극소량의 산소가 존재하므로 이들 극소량 산소에 의

한 Zircaloy의 반응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향을 이해하기 하여 다음

의 측정을 수행하 다.3종의 지르코늄 합 인 Zry-4,Zirlo,highNb-Zry의 평

시편에 해 열분석기(TG/DTA)를 이용하여 1℃/min의 승온속도로 20℃에서

1200℃까지 산소분 기에서 열특성을 측정하 다(그림 3-3-2).

∙그림 3-3-2는 온도상승에 따른 무게변화 열흐름 곡선이며,산소분 기에서

지르칼로이 시료가 ZrO2로 산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무게증가(weightgain)

반응열을 측정한 결과이다.무게변화 열흐름 곡선을 볼 때 시편 3종

모두 750℃를 분기 으로 그 이상 온도에서 변화기울기 크기가 증가한다.이

는 지르칼로이가 750℃이하에서는 산소에 해 비교 안정하나 750℃이상에

서는 산소에 의해 격하게 산화됨을 나타낸다.그림 3-3-2(상)은 850℃까지

가열 후 같은 온도에서 5시간을 지속시킨 것으로,동일한 시간으로 1200℃까

지 올린 그림 3-3-2(하)에 비하여 무게증가 속도가 작았다.이러한 결과로부터

Zircaloy의 산화는 온도의 향을 많이 받으며,온도가 높을수록 산화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하 다.



- 487 -

Fig.3-3-2.TG-DTA curvesfortheZircaloyoxidationunderoxygen.[stay5hours

at850℃ (upper);continueto1200℃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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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2(하)의 열흐름 곡선에서 Zry-4(810℃),Zirlo(822℃),highNb-Zry

(880℃)의 순서로 피크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Zircaloy에 포함된 Nb의

향으로 보이고 Nb의 함량이 높을수록 상 으로 높은 온도까지 견딤을 보

여 주었다.

∙ 그림 3-3-2(하)에서 Zry-4의 무게변화 열흐름 곡선은 1000℃이상에서

격한 변화기울기를 보여 1037℃에서 새로운 피크 을 보여 다.이와 같이

1000℃ 이하와 이상에서 두개의 열흐름 곡선 피크는 다른 두 합 과 달리

Zry-4의 산화반응이 두 단계로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얻은 3종의 지르코늄 합 (Zircaloy)인 Zry-4,Zirlo,highNb-Zry

시편의 산소분 기에서의 산화온도(750℃ 이상)를 고려하면 경수로의 가동 온도인

300～330℃ 범 에서 3종의 지르코늄 합 은 산소에 해 비교 안정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UO2 U-Cs-O화합물의 Zr 속에 한 반응성 시험

지르코늄 합 에 한 UO2 U-Cs-O화합물의 화학 반응성을 조사할 목

으로 지르코늄 합 의 기질을 이루는 주 원소 Zr의 분말과 UO2의 두 분말을 혼

합하고,열분석기(TG-DTA)를 이용한 가열시험을 통하여 열 흐름 무게변화를

측정하 다.

1)UO2(분말)/Zr(분말)상호작용

∙ 막자사발에 먼 UO2분말을 가한 후 Propanol에 분산되어 있는 Zr분말을

가하고 어 주면서,Propanol이 증발하여 시료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히 젖은 상태로 될 때까지 기다린다.

∙ 열분석기(TG/DTA)를 이용,Ar분 기에서 1℃/min속도로 20→ 670℃까

지 승온 후 5시간 지속 가열해 결과 특징 무게변화 열 특성을 보

이지 않았다(그림 3-3-3(상)).

∙ XRD를 측정하여 UO2와 Zr분말 간 반응 여부를 확인한 결과(그림 3-3-4),Zr

의 산화물 형태의 일종인 Zr3O phase와 UO2phase의 결정구조가 찰되었

다.Zr3O phase의 생성원인으로는 UO2의 산소 퍼텐셜에 의해 일부 Zr이 산

화되어 형성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Ar분 기 열분석기기 시험환경 포함

된 극소량 산소의 향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UO2와 Zr의 혼성화합물인

UZrO2phase와 같은 새로운 phase는 측정되지 않았다.

∙ TG/DTA 결과와 XRD 결과를 종합할 때,20～670℃ 온도범 에서 UO2/Zr

간 별다른 반응성이 없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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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3.TG-DTA curvesfortheinteractionbetweenUO2andZr(upper);U-Cs-O

andZr(middle);U-Cs-OandZrO2(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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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4.IdentificationofthereactionproductbetweenUO2 andZr
powdersby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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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U-Cs-O(분말)/ZrO2(분말)상호작용

∙ UO2 ZrO2의 분말을 칭량하여 막자사발에서 잘 혼합하고 압분(2ton,2분)

처리하여 펠릿(pellet)으로 만들었다.

∙ 열분석기(TG/DTA)를 이용하여 Ar분 기에서 1℃/min속도로 20→ 670

℃까지 승온 후 5시간 지속 가열해 결과,특징 무게변화 열 특성

을 보이지 않았다(그림 3-3-3(하)).

∙ XRD를 측정하여 U-Cs-O와 ZrO2간 반응 여부 확인 결과,U-Cs-O(Cs2U2O7)

phase ZrO2 phase의 결정구조만이 찰되었다(그림 3-3-5(a)).따라서

ZrO2는 U-Cs-O에 해 20～670℃온도범 에서 반응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U-Cs-O(분말)/Zr( 속분말)상호작용

∙ 막자사발 U-Cs-O 분말에 Propanol에 분산되어 있는 Zr분말을 가하고

어 주면서,Propanol이 증발하여 시료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히 젖은

상태로 될때까지 기다린다.

∙ 열분석기(TG/DTA)를 이용하여 Ar분 기에서 1℃/min속도로 20→ 670

℃까지 승온 후 5시간 지속 가열해 결과,특정온도에서 큰 무게감소와 함

께 특징 DTA peak(383℃)를 보이는데 이로써 U-Cs-O와 속 Zr의 반응성

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 다(그림 3-3-3( )).

∙ 열분석기 측정 후 시료에 한 EPMA원소분석 결과에 의하여 가열 무게

감소는 U-Cs-O Cs의 감손에 의한 것으로 확인하 다.

∙ XRD를 측정하여 U-Cs-O와 Zr 속 간 반응 여부 확인 결과,U0.5Zr0.5O2

phase Zr산화물 Zr3O,ZrO2phase가 측정되었다(그림 3-3-5(b)).따라서

U-Cs-O는 Zr( 속분말)과 상호작용하여 Zr을 산화시키는 한편 U0.5Zr0.5O2로

추정되는 phase를 생성함을 확인하 다.

4)[U-Cs-O]/[Zr]비 변화에 따른 반응측정

∙ 일정량의 Zr( 속분말)에 해 U-Cs-O의 무게비(R =WtUCsO/WtZr)가 0.53,

0.42,0.31이 되도록 변화시키면서 혼합한 시료를 Ar분 기에서 20→ 750℃

(1℃/min)의 승온조건으로 가열하면서 열특성을 측정하 다(그림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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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ctionproductbetweenU-Cs-OandZrO2powders

(a)ReactionproductbetweenU-Cs-OandZrpowders

Fig.3-3-5.Identificationofthereactionproductbetween(a)U-Cs-O andZrO2,and

(b)U-Cs-OandZrpowdersby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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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6에서 U-Cs-O,Zr혼합시료의 열특성은 U-C-O,Zr각각의 열특성

(그림 3-3-7)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며,이는 U-Cs-O,Zr의 두 반응물이 화

학 으로 반응 하고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 그림 3-3-6에서 U-Cs-O,Zr의 두 반응물의 반응은 두 단계(약 550℃ 650

℃)에 걸친 무게감손을 보이는데 이러한 무게감손의 원인은 화학반응에 따른

산소의 발생 증발온도가 비교 낮은 Cs(bp;669.33℃)의 휘발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잔유물에 한 ICP-AES,AAS원소분석결과에 의하면 Cs의

감손이 큼).열특성 측정 후 잔유물에 한 XRD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다음

과 같은 반응을 추정할 수 있다.

U-Cs-O+Zr → UOx+UZrOx+ZrOx+O2+Cs

∙ 혼합물 U-Cs-O 조성이 클수록 (R이 증가 할수록)무게의 감손경사

(gradient)도 함께 커졌다.감손경사가 커짐은 반응속도가 빨라짐을 의미하며,

정확한 반응식과 반응기구 규명을 해서는 화합물 조성과 감손경사 간의 정

량 인 계를 측정하는 추가 정량 실험이 필요하다.

라.모사핵연료 pellet의 지르코늄 합 에 한 확산시험

1)확산 (Diffusioncouple)시험지그(testjig)

그림 3-3-8의 도면(연구로용 개량핵연료 개발부, ARTT-ARFD-DW-FPD-

DiffusionCouple-2005-11-07-01)을 참조하여 확산 시험지그를 제작하 다.

2)확산 시험

모사핵연료 펠릿(4(φ)x1(t)mm)과 지르코늄 합 시편을 시험지그에 장착한 후 토

크미터를 사용하여 일정한 힘(3kgf-cm)으로 시키고,석 에 시험지그와

Oxygengetter로서graphite조각을넣고진공분 기로 한후가열시험을수행하

다(그림 3-3-9).

3)U-Cs-O(pellet)/지르코늄 합 시편확산

U-Cs-O/Zry-4,U-Cs-O/Zirlo,U-Cs-O/고 NbZry(KAERILab.)의 확산 을 5

일간 700℃에서 가열한 후 피복 표면 U-Cs-O pellet의 표면 형태

(morphology) 원소의 성분분포를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PMA(electronprobemicroanalysis)로 측정하 다(그림 3-3-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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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6.Weightchanges(%)dependingonthecompositionofUCs2Ox andZr

(powder)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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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7.Weightgain(%)curvesforeachofUCs2OxandZr(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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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8.Diffusioncoupletestj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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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9.Diffusioncoupleinquartz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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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10.SEM imageof(a)Zircaloy-4claddingsideand(b)U-Cs-O pelletside

afterthecoupleexperiment.

Fig.3-3-11.SEM imageof(a)Zirlocladdingsideand(b)U-Cs-O pelletsideafter

thecoupleexperiment.

Fig.3-3-12.SEM imageof(a)cladding(highNb-Zircaloy)side,and(b)U-Cs-O

pelletsideafterthecouple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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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U-Cs-O/Zircaloy-4

∙ 확산 시험 완료 후 Zry-4표면에 한 SEM 사진(그림 3-3-10)에 의하면

기의 매끈하 던 표면과 달리 2차상들이 유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이들

유착된 2차상들(그림 3-3-10-(a)point1,2)에 하여 EPMA로 성분측정한 결

과(표 3-3-1),이들 2차상들은 주성분이 U과 O이고 극소량의 Zr과 Cs이 포함

된 우라늄의 산화물이었다.2차상 외 역(그림 3-3-10-(a)point3)의 성분(표

3-3-1)은 U이 포함되지 않은 Z과 O이 주성분인 ZrO2임을 확인하 다.이러한

결과는 Zry-4표면이 U-Cs-O와의 에 의한 상호작용을 통해 ZrO2로 산화

을 가능성을 말해 다.

Table3-3-1.ElementalanalysisafterdiffusioncoupleexperimentforZircaloy-4

byEPMA(atom%)

Points

Element

Zircaloy-4claddingside U-Cs-Opelletside

#1 #2 #3 #1 #2 #3

O ～75 ～68 ～66 ～75 ～73 ～77

Zr ～0.2 ～0.04 ～34 ～0.9 - ～1.2

Cs ～0.4 ～0.1 - ～0.8 - ～1

U ～24 ～32 - ～23 ～27 ～21

∙ Zry-4표면과 했던 반 편 U-Cs-O 표면에 한 SEM 사진(그림 3-3-10)

에 의하면 Zry-4 표면으로 유착되어 떨어져 나가 인 형태가 보인다.

U-Cs-O 표면 형태의 특징에 따라 측정한 몇몇 역(그림 3-3-10-(b)point1,

2,3)에 한 조성(표 3-3-1)은 일부 역에서 극소량의 Zr과 Cs이 발견될 뿐

역이 U과 O이 주성분이었다.이러한 조성은 U-Cs-O의 Zry-4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U-Cs-O의 분해와 함께 Cs이 부분 휘발됨으로써 나타난 결

과로 보인다.이 결과는 앞서 U-Cs-O와 Zr 속분말의 반응시험에서 나타난

Cs의 감손과 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U-Cs-O/Zirlo

∙ Zirlo표면에 한 SEM 사진(그림 3-3-11)에 의하면 시편표면은 Zry-4에 비교

하여 상 으로 덜 거친 편이지만,마찬가지로 유착된 2차상들이 보인다.이

들 2차상들(그림 3-3-11-(a)point2)에 한 EPMA 성분측정 결과(표 3-3-2)에

의하면 이들 상들의 조성은 Zry-4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성분이 U과 O이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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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Zr과 Cs이 포함되어 있었다.2차상 외 역(그림 3-3-11-(a)point1,3)은

U,Zr과 O성분이 혼재(표 3-3-2)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부터 U-Zr-O화

합물의 생성 가능성도 추론할 수 있다.

∙ Zirlo표면과 했던 반 편 U-Cs-O 표면에 한 SEM 사진(그림 3-3-11)에

의하면 Zry-4의 경우에 비하여 매끈한 형태로 보인다.U-Cs-O 표면의 몇몇

역(그림 3-3-11-(b)point1,2)에 한 조성(표 3-3-2)은 Zry-4의 경우와 다르

지 않게 소량의 Zr과 Cs이 발견될 뿐 U과 O이 주성분이었다.이러한 조성은

앞선 Zry-4의 경우에서 설명한 바 있는 같은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인다.일부

역(그림 3-3-11-(b)point3)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양의 U과 Zr성분은

U-Zr-O화합물의 존재 가능성을 추론하게 한다.

Table3-3-2.Elementanalysisafterdiffusion coupleexperimentforZirlo by

EPMA(atom%)

position

Element

Cladding(Zirlo),atom% U-Cs-Opellet,atom%

#1 #2 #3 #1 #2 #3

O ～70 ～72 ～69 ～74 ～73 ～71

Zr ～23 ～0.4 ～22 ～0.9 ～2.4 ～6

Cs ～0.8 ～0.8 - ～1.3 ～0.6 ～1

U ～7 ～27 ～9 ～24 ～24 ～21

다)U-Cs-O/HighNb-Zircaloy(KAERILab.)

∙ HighNb-Zry표면에 한 SEM 사진(그림 3-3-12)에 의하면 시편표면은 Zry-4

Zirlo표면에 비교하여 체 으로 덜 거친 편이이고 부분 으로 유착된 2

차상들이 보인다.이들 유착된 2차상들(그림 3-3-12-(a)point2,3)의 조성(표

3-3-3)은 Zry-4 Zirlo표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성분이 U과 O이고 소량의

Zr과 Cs이 포함된 우라늄의 산화물이었다.2차상 외 역(그림 3-3-12-(a)

point1)의 성분은 Z과 O이 주성분인 ZrO2임을 확인하 다.

∙ HighNb-Zry표면과 했던 반 편 U-Cs-O 표면에 한 SEM 사진(그림

3-3-12-(b))에 의하면 Zry-4,Zirlo의 경우에 비하여 그 형태가 체 으로 균일

하고 매끈한 형태로 보인다.표면의 몇몇 역 (그림 3-3-12-(b)point1,2,3)

에 한 조성(표 3-3-3)은 소량의 Zr과 Cs이 발견될 뿐 U과 O이 주성분이었

다.이러한 조성 역시 앞서 Zry-4,Zirlo의 경우에서 설명한 바 있는 U-Cs-O

와 Zr의 표면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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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3-3.Elementanalysisafterdiffusioncoupleexperimentforhigh

NbZircaloybyEPMA(atom%)

Points

Element

Cladding(highNb-Zry),atom% U-Cs-Opellet,atom%

#1 #2 #3 #1 #2 #3

O ～70 ～73 ～73 ～74 ～72 ～72

Zr ～30 ～0.6 ～0.3 ～0.4 ～0.3 ～0.2

Cs - ～0.7 ～0.1 ～2.7 ～1.1 ～1.4

U - ～25 ～26 ～23 ～26 ～26

4)U1-yGdyO2(pellet)/Zry-4시편 확산

모사 고연소핵연료 U1-yGdyO2(y=0,0.1(～200GWd/tU),0.19(～400GWd/tU))

와 Zry-4의 확산 을 석 에 넣고 5일간 700℃에서 가열한 후 Zry-4

U1-yGdyO2 (pellet)표면형태(morphology) 원소의 성분분포를 각각 SEM

EPMA로 측정하 다(그림 3-3-13,표 3-3-4).

Table 3-3-4.Elementanalysisofthe Zircaloy-4 side and U1-yGdyO2 side after

diffusioncoupleexperimentbyEPMA(atom%)

Position

Element

Zircaloy-4claddingside UO2side

#1 #2 #3 allarea

O ～20 ～20 ～16 ～78

Zr ～76 ～80 ～84 -

U ～4 - - ～22

Position

Element

Zircaloy-4claddingside U0.9Gd0.1O2side

#1 #2 #3 #1 #2 #3

O ～20 ～27 ～23 ～65 ～68 ～68

Zr ～80 ～73 ～54 - - ～2

Gd ～0.4 - ～1.8 ～8 ～6 ～5

U - ～0.9 ～21 ～27 ～26 ～25

Position

Element

Zircaloy-4claddingside U0.81Gd0.19O2side

#1 #2 #3 #1 #2 #3

O ～70 ～66 ～71 ～71 ～73 ～66

Zr ～30 - ～29 - - -

Gd - ～4 - ～9 ～8 ～12

U - ～30 - ～20 ～1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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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13.SEM imageofZircaloy-4sideandU1-yGdyO2sideafterthe

couple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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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UO2/Zry-4

∙ Zry-4표면의 형태는 Gd이 많이 포함된 다른 두 모사핵연료의 경우에 비하

여 돌기 크기가 작고 비교 덜 거친 표면으로 보인다.표면의 몇몇 역(그

림 3-3-13(상-좌)point1,2,3)에 한 조성은 주성분이 Zr과 O이고,부분

으로 소량의 U이 발견되었다(표 3-3-4).표면 역에 계없이 O/Zr비가

∼0.25정도로 Zr의 형 산화물인 ZrO2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 Zry-4표면과 했던 반 편 UO2표면의 형태는 다소 패인 흔 이 보이나

체 으로 균일해 보인다.O/U 비가 ∼3.5로 UO2의 stoichiometry와 일치

하지 않으나 O와 같은 경량 원소에 한 EPMA의 분석정확도를 고려할 때

그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

나)U1-yGdyO2/Zry-4

∙ U1-yGdyO2표면과 한 Zry-4표면의 형태는 앞서의 UO2의 경우보다 돌

기가 크고 분포가 많아 보이고,같은 U1-yGdyO2라도 y값이 클수록 돌기크기

분포가 더 늘어나 보인다(그림 3-3-13).몇몇 돌기의 주성분이 U,Gd,O

(그림 3-3-13(하-좌)point2)혹은 U,Zr,Gd,O(그림 3-3-13( -좌)point3)

인 것들이 측정되었다(표 3-2-4).돌기 외 역에 한 성분은 주로 Zr,O이

었으나,y값에 따라 그 O/Zr비가 상이하여 y=0.1인 경우는 ∼0.25(그림

3-3-13( -좌)point1)로 앞서의 UO2의 경우와 같았으나 y=0.19인 경우는 ∼

2(그림 3-3-13(하-좌)point1,3)이었다.결론 으로 Zry-4표면의 산소조성이

y값이 클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y값이 클수록 산소 퍼텐셜(⊿

Go)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Zry-4표면과 했던 반 편 U1-yGdyO2의 표면도 y값이 클수록 거친 돌기

가 많아졌고 이돌기의 주성분은 U,Gd,O 이었고 Zr은 측정되지 않았다.

돌기 외 역의 O/U 비는 ∼2.5로 U1-yGdyO2의 stoichiometry와 어느 정도

일치하 다(그림 3-3-13( ,하-우) 표 3-3-4).

마.휘발성 핵종 2차상 화합물 규명

1)휘발성 핵종 Cs과 UO2간의 2차상 화합물 U-Cs-O생성 규명

핵연료 내 휘발성핵종 Cs(녹는 ,28.5℃;끓는 ,671℃)에 한 핵연료 내

분포특성 측정에 의하면,Cs은 비활성기체인 Xe과 유사하게 기체 상태로 핵연료

안쪽 고온부분에서 바깥쪽 온부분으로 이동해 핵연료와 피복 틈새에 축 된

다.핵연료와 피복 틈새에 축 된 Cs은 PWR핵연료의 바깥쪽 온도가 냉각수

온도 (∼300℃)보다 100℃정도 높은 ∼400℃ 정도가 됨을 고려할 때 액화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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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존재할 것이고,Cs2O/Cs의 산화퍼텐셜 (Oxygenpotential)이 -630kJ/mol로

UO2/U (-1000kJ/mol)와 UO2.001/U (-400kJ/mol)의 간임을 고려하면 Cs은

Cs2O으로 산화된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Cs2O Cs은 UO2에 해 용

해도가 매우 낮아 (2173K까지 가열하 을 때 Cs,0.07mass%;Cs2O,0.08

mol%)다른 핵분열생성물 혹은 UO2와 반응하여 2차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

열역학 산코드(SOLGASMIX)에 의하면 이들 2차상으로 CsMoO4,Cs2UO4,

Cs2UO3.56,CsU4O12,Cs2ZrO3,CsI,Cs2Te들이 생성될 것으로 추정된다.본 연구

에서는 핵연료와 피복 틈새에 존재가능성이 큰 Cs의 화합물들인 Cs2O CsI

를 선택하여,몇몇 uranium oxides(UO2,U3O8)들에 한 반응성을 측정하 다.

가)CsX(X=O,I)의 열화학특성시험

핵연료 내 Cs화합물들로 선택한 Cs2O CsI에 한 30∼1000℃범 에서 열화

학특성을 열분석기 (TG-DSC)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그림 3-3-14).

그림 3-3-14에서 Cs2O의 열화학 특성은 350℃까지 소량의 무게감손이 지속

으로 일어나고 있다.이 무게감손의 원인은 분명하지는 않으나 Cs2O 포함된

은 조성의 수분 혹은 CsOH 등 불순물로 존재하는 다른 Cs화합물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무게 감소는 586℃ 653℃의 두 단계에 걸쳐 격하게 일어

나는 것으로 보인다.즉 이들 온도에서의 무게 감소는 처음 단계에서 열분해에

따른 산소 그리고 끓는 이 다소 높은 Cs(끓는 ,671℃)의 증발 때문으로 생각

된다.그림 3-3-14의 CsI에 한 열흐름(DSC)곡선에서 CsI의 녹는 은 620℃으

로 측정되었고,1280℃가 끓는 으로 보고되어 있으나,약 700℃ 부터 큰 폭의

무게 감손을 보 다.이 측정결과로부터 선택한 두 Cs화합물 Cs2O,CsI모두 정

상 인 가동상태 핵연료/피복 틈새온도로 추정되는 ∼400℃ 온도조건에서

액체 혹은 고체 상태로 UO2표면과 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나)Cs2O의 UO2에 한 반응성 시험

(1)30→ 400℃ 온도조건

30→ 400℃ 온도범 의 최고온도 400℃는 정상가동 핵연료와 피복 틈새

온도로 알려져 있어 설정한 온도이다.

(가)혼합 반응물의 제조

러 박스 내 울을 이용,Cs/U (atom 비)를 ∼2가 되도록 Cs2O와 UO2의

무게를 취하여 agatemortar에서 갈면서 혼합하 다.여기서 사용한 두 반응물

Cs2O와 UO2의 양을 Cs/U (atom 비)를 략 2가 되도록 정한 것은 문헌에 잘

알려진 여러 U-Cs-O 생성물들의 stoichiometry가 부분 Cs/U ≤ 2이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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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열시험

열분석기(TG-DSC)의 Ptpan에 Cs/U(atom 비)≅ 2인 시료를 넣고,30℃에

서 400℃로 승온(Ar분 기,승온 속도 5℃/min.)하고,승온 후 400℃에서 24시

간 유지하면서 무게를 측정하여 반응을 추 하 다(그림 3-3-15,16).가열시험

후,시료의 색이 반응 의 검정에서 붉게 변한 상으로 Cs2O UO2간 어

떤 화학 반응이 있음을 확인하 고(그림 3-3-17),이 붉은색 생성물은 U-Cs-O

화합물일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3-3-15에서 약 300℃까지 기 감손은 앞서

Cs2O의 열화학특성(그림 3-3-14)와 유사하고,앞서 붉은색 변화로 확인한

Cs2O/UO2간 화학반응의 상에도 불구하고 400℃까지의 승온 역 24시

간 유지과정에서 특징 감손이 보이지 않았다.

(다)반응생성물의 결정구조 측정 (XRD)

XRD측정을 해 시료를 agatemortar에서 갈았을 때 시료의 붉은색이 회색

으로 변화하 는데 이는 UO2,Cs2O 간의 반응이 반응물 표면에서만 일어나고,

안쪽은 UO2가 미 반응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그림 3-3-18는

XRD 측정 결과로 UO2의 face-centered-Fm-3m pattern이 정확하게 보이고,함

께 보이는 Monoclinic-Primitive-P2/c구조의 patterns들이 붉은색 반응생성물

Cesium uranate(U-Cs-O)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그림 3-3-18의

patterns은 잘 알려진 Cs2UO4,Cs2UO3.56,CsU4O12등과 일치하지 않는다.

(라)시료 표면의 Cs/U조성비 측정

가열실험 후 시료표면의 붉은색 생성물의 Cs/U (atom 비)를 측정하기 하

여 붉은색 시료를 갈지 않은 상태로 pellet으로 제조하여 EPMA를 이용 표면에

한 원소분석을 하 다.그림 3-3-19은 pellet으로 제조한 후 SEM 형상이고 표

시되어 있는 각 측정 point들에 해 EPMA를 측정하여 Cs/U (atom 비)를

계산하 다.그림 3-3-19의 SEM 형상 (morphology)에 의하면 시료 표면이 거칠

고 요철이 많게 보이는데,이는 반응생성물인 U-Cs-O가 미 반응 고체 UO2표

면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보인다.

표 3-3-5은 시료표면에 한 원소분석 결과로써 Cs/U 비는 시료표면의 여러

측정부 에서 균일하게 약 7.5정도이었다.이 결과는 기 반응물의 Cs/U

(atom 비)가 약 2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가열시험 Cs2O와 UO2 반응이

stoichiometric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Cs2O 양에 하여 일부 UO2만 상호작

용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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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17.ColorchangeafterthereactionbetweenUO2andCs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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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19.SEM imageofsamplefortheCs/U≅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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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3-5.ElementanalysisforthesampleofCs/U≅ 2byEPMA(atom%)

Points

Element

SamplefortheCs/U≅ 2

a1 a2 a3 a4 a5

O ～69 ～73 ～74 ～71 ～72

U ～2.8 ～3.5 ～3.3 ～3.3 ～3.3

Cs ～28 ～24 ～23 ～26 ～25

Cs/U ～10 ～6.8 ～7 ～7.8 ～7.5

(마)30→ 400℃ 온도조건 시험에 한 논의

가열 시험 후 SEM측정에 의한 시료 표면의 형태(morphology)는 고용체가 미

반응 고체 UO2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여러 측정 point에서

Cs/U 비가 균일하게 기 시료의 Cs/U(∼2)보다 매우 큰 약 7.5인 들을 종

합해 볼 때,가열 시험 상호작용은 UO2표면이 Cs2O에 부식되면서 UO2표

면에 UO2-Cs2O 고용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상호 작용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기의 고용체 조성은 UO2의 조성이 매우 낮고 결과 으로

Cs/U (atom 비)가 매우 큰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EPMA로 얻은 Cs/U의 값

7.5는 반응시간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값으로 생각되며,충분한 반응시

간 혹은 400℃ 보다 높은 온도 조건에서 용해가 더 진행되면 고용체의 조성이

어떤 Cs/U 값에 도달하고 안정한 phasepattern을 갖는 U-Cs-O가 고용체 내에

형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2)30→ 610℃ 온도조건

(가)혼합 반응물의 제조

러 박스 내 설치한 울을 이용,Cs/U (atom 비)가 각각 약 1,2 4가

되도록 Cs2O와 UO2의 무게를 각각 취한 3개의 시료를 agatemortar에서 갈아

혼합하 다.무게를 단 후 계산한 시료의 정확한 Cs/U (atom 비)는 각각 0.94,

1.90 3.81로 계획한 값인 약 1,2 4와는 다소 차이를 보 다.

(나)가열시험

열분석기(TG-DSC)를 이용하여 에서 제조한 Cs/U (atom 비)가 약 1(0.94),2

(1.90) 4(3.81)인 시료에 해 30℃에서 610℃ (Ar분 기,승온 속도 5℃

/min.)까지 승온하고(그림 3-3-20)승온 후 610℃에서 24시간 동안 유지하면서

반응을 추 하 다(그림 3-3-21).이 시험에서 설정한 610℃는 반응생성물인

U-Cs-O는 안정하게 유지되고 미 반응 Cs2O는 휘발시켜 제거할 수 있는 온도로

생각하 다(그림 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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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20.TG-DSCcurvesforthereactionbetweenUO2andCs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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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시험 후,세 시료들 모두 색이 반응 검정에서 붉은색으로 변하 다.그림

3-3-20에서 약 300℃까지 기 감손은 앞서 30℃에서 400℃까지 승온 시험 결과

(그림 3-3-15)에서 설명한 바 있다.이후 610℃까지의 승온 과정에서 Cs/U(atom

비)가 약 1,2 4인 3개 시료 모두 특이한 무게 감손은 보이지 않았으나,

Cs/U (atom 비)가 약 4인 시료의 경우 500℃ 정도부터 다른 두 시료와 달리

무게 곡선이 작으나마 하향 추세가 보이고 열흐름(Heatflow)곡선도 다른 두

시료와 비교하여 특이한 형태를 보 다.이러한 Cs/U (atom 비)가 4인 시료의

무게곡선의 하향추세는 그림 3-3-21의 610℃에서 24시간 유지한 경우에 뚜렷하게

나타나며,이 무게 감손은 UO2와 반응하지 않은 여분의 Cs2O가 휘발하기 때문

으로 보인다.이들 결과로부터 Cs/U (atom 비)가 약 1,2인 경우 가열시험

Cs2O는 UO2에 한 반응에서 량 소모되고 Cs/U (atom 비)가 략 4인 경우

는 반응 당량 으로 Cs2O의 양이 UO2에 해 과된 양임을 추정 할 수 있다.

그림 3-3-20의 Cs/U (atom 비)가 4에 한 열흐름(Heatflow)곡선에서 325℃

근처에서 보이는 피크는 다른 두 시료에서 보이지 않는 피크로 Cs2O와 UO2의

상호작용과 련된 피크일 수 있으며 향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반응생성물의 결정구조 측정 (XRD)

그림 3-3-22는 Cs/U (atom 비)가 약 2(1.90)인 혼합 반응물에 한 가열시험

후(30℃에서 610℃까지 승온 후 24시간 유지)XRD 측정한 결과로 Cs2U2O7의

Base-centered-C2/m의 pattern이 정확하게 보이고,Cs4U5O17의 Primitive-P2/c

구조의 pattern이 보인다.이 pattern은 잘 알려진 Cs2UO4,Cs2UO3.56,CsU4O12

등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라)가열시험 후 시료 U-Cs-O화학분석

30℃에서 610℃까지 승온 후 610℃에서 24시간 유지하는 동안 미 반응 Cs2O

는 날아가고,가열시험 후 시료 에는 반응생성물 U-Cs-O만 존재하거나 미반응

UO2+x와 반응생성물인 U-Cs-O 화합물이 혼재할 것으로 기 하 다.본 연구에

서는 pH 2인 산용액으로 UO2+x로부터 U-Cs-O만을 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

으로 알아내었고,이 방법으로 시료 미반응 UO2+x로부터 반응생성물

U-Cs-O만을 용해하여 분리할 수 있었다.pH 2용액에 용해되지 않은 침 에

한 XRD 측정(그림 3-3-23)으로 이 침 물이 UO2 구조 으로는 Fm-3m의

UO2구조를 유지하는 UO2에서 다소 산화된 UO2+x(x=0.34)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이 침 은 강한 질산(1:1)으로 용해할 수 있었고,용액들에 한 U,Cs의 화

학분석을 통하여 결과 으로 UO2와 Cs2O반응에서 Cs/U에 따른 U-Cs-O가 생

성되는 정도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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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분석 결과(표 3-3-6)에 의하면 기 UO2의 pH 2용액에 한 U의 용해

정도가 Cs/U (atom 비)0.94인 조건에서는 67%,1.9인 조건에서는 93%,3.81인

조건에서는 100%이었다.이러한 결과로부터 U-Cs-O를 생성하는 UO2와 Cs2O의

반응stoichio-metric비가 1:1정도임을 상할 수 있으며,따라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상할 수 있다.

UO2+Cs2O→ UCs2Ox (3-3-1)

그리고 UCs2Ox로 알려진 U-Cs-O 화합물 가장 안정한 화합물로는 UCs2O4가

있으며,따라서 식 3-3-2의 반응을 상할 수 있다.이때 반응 산소는 가열시

험 가열로 내 산소 퍼텐셜에 따라 시료 주변 물질(Al2O3)이 반응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UO2+Cs2O+O2→ UCs2O4 (3-3-2)

그림 3-3-22의 XRD pattern에 화학분석 결과(표 3-3-2)로부터 상되는 반응생

성물 UCs2O4은 보이지 않는 신 U2Cs2O7가 주로 보이는데,이는 30℃에서

610℃까지 승온 가열 특정 온도 범 에서 UCs2O4가 형성되지만 온도가 상승

하여 보다 높은 온도에 이르면 식 3-3-3의 반응에 따라 U2Cs2O7가 생성되기 때

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2UCs2O4 → U2Cs2O7+Cs2O (3-3-3)

UO2와 Cs2O의 반응이 식 3-3-2에 따라 stoichiometric하게 진행된다면,표

3-3-6의 pH 2용액 Cs/U값은 략 1혹은 2로 일정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가열 시료의 Cs/U에 따라 각각 1.2,1.7,2.5로 일정하지 않았다.이는 30℃에

서 610℃까지 승온 후 610℃에서 24시간 가열 미반응 Cs2O를 완 히 증발

시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상했으나 미반응 Cs2O가 일부 반응생성물인

U-Cs-O과 함께 남아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마)30℃에서 610℃까지 승온 결과

30℃에서 610℃까지 승온 시험 후 시료에 한 화학분석을 통하여 UO2에 한

Cs2O의 반응이 [UO2]/[Cs2O]≅ 1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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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3-6.U-Cs-OformationdependingonsomeCs/Uratios

Beforeheating
DissolvedpartsinpH 2solution

afterheating

UO2+Cs2O

(mg)

Cs/U

(atom ratio)
Usoluble/Utotal

Cs/U(atom ratio)

inpH 2solution

20.23+9.96 0.94 0.67 1.2

15.99+15.89 1.90 0.93 1.7

11.73+23.34 3.81 1 2.5

(3)온도조건에 따른 Cs2O-UO2가열 시험

반응물 Cs2O와 UO2의 양을 Cs/U (atom 비)를 약 2가 되게 하고 다른 온도

조건인 181℃(72시간),270℃(72시간),400℃(24시간),500℃(24시간)에서 반응시험

을 한 후 시료에 한 XRD를 측정하 다.그림 3-3-24에서 181℃,270℃,400℃

에서 가열한 시료들에서는 잘 알려진 U-Cs-O의 patterns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patterns들이 나타났으나,500℃ 시험에서는 잘 알려진 UCs2O4패턴들을 확인하

다.500℃ 시험에서 UCs2O4가 생성되는 결과는 앞서의 Cs/U 비에 따른30℃에

서 610℃까지 승온 시험 결과와 잘 일치하 다.결과 으로 UCs2O4의 생성은

Cs2O의 녹는 (490℃)이상이어야 하며 30℃에서 610℃까지 승온시험 결과에서

보았듯이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생성된 UCs2O4는 다시 식 3-3-3의 반응을 통하

여 U2Cs2O7로 변환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CsI의 UO2,U3O8에 한 반응성 시험

(1)UO2,U3O8(x=2,2.67),Cs/U(atom 비)=∼2

(가)혼합 반응물의 제조

Cs/U (mole비)를 각각 ∼2가 되도록 CsI와 UO2,U3O8의 무게를 각각 취하여

agatemortar에서 갈아 혼합하 다.

(나)가열 시험

두 UO2,U3O8시료에 하여 30℃에서 400℃(Ar분 기,승온 속도 5℃/min)

까지의 승온 승온 후 400℃에서 24시간 유지하면서 무게를 측정하여 반응을

추 하 다.두 UO2,U3O8시료 모두 실험 온도조건에서 어떠한 특징 인 무게

변화와 열흐름을 보이지 않았고,반응시험이 끝난 후 시료의 색도 Cs2O 실험과

는 다르게 반응 후에 변화가 없었다.따라서 CsI는 Cs2O과는 달리 UO2에

해 반응성을 보이지 않고 U-Cs-O도 생성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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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응시험 후 시료의 조성

반응시험이 끝난 후 시료 수용성이 큰 CsI를 증류수로 처리하여 제거한 후

남은 시료들을 강 질산(1:1)으로 용해한 후 U,Cs의 조성을 화학분석 하 다.화

학분석 결과에 의거해 Cs/U비를 계산하여 보면 UO2에 해서는 약 0.12,U3O8

에 해서는 약 0.82이었다.이러한 결과는 400℃ 조건에서 CsI와 UO2,U3O8은

표면 상호작용에 의해 Cs원자가 UOx의 결정구조 내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

것이다.

2)Cs2O와 UO2간 U-Cs-O 생성반응에서 UO2 내 낮은 산화상태의 핵분열생성물,

Ln
3+

향 규명

본 연구에서는 Cs2O와 다양한 연소도 범 의 모사핵연료 U1-yFPyO2[FP=Gd;y=0.

0.11(∼200 GWd/tU), 0.22(∼400 GWd/tU), 0.26(∼470 GWd/tU), 0.33(∼660

GWd/tU)들에 한 반응성을 시험하여 UO2fluorite결정 내에 혼입(doped)되어 있

는 산화상태 핵분열생성물,Ln
3+
의 Cs2O와 UO2의 반응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

다.

가) 산화상태 Ln
3+
이 doped된 U1-yGdyO2제조

핵연료 rim 역 국부연소도는 평균 연소도 보다 매우 높아 약 200GWd/tU

이상에 이른다[3-3-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rim 역 국부연소도를 모사하기 하

여 란탄족 원소들 하나인 Gd
3+
을 선정하여 다음의 과정에 따라 모사 고연소핵

연료 U1-yGdyO2를 제조하 다.U1-yGdyO2에서 y값이 0,0.11,0.22,0.26,0.33이 되

도록 UO2 Gd2O3분말을 각각 칭량하여 취하고,막자사발에서 잘 혼합하고 압

분(2ton,2분)처리하여 펠릿(pellet)으로 만들었다.압분 처리한 펠릿을 수소분 기,

1700℃에서 12시간 소결하 다.

나)Cs2O의 U1-yGdyO2에 한 반응성 시험

(1)30℃에서 1000℃까지 승온 조건

(가)혼합 반응물의 제조

Glovebox내 설치한 울을 이용,Cs/U (atom 비)를 ∼2가 되도록 Cs2O와

UO2의 무게를 취하여 agate mortar에서 갈아 혼합하 다.무게값으로 각

U1-yGdyO2 (y=0.11,0.22,0.26,0.33)시료들에 해 계산한 Cs/U 값은 각각

1.90,2.12,2.31,2.38,2.65이었다.

(나)가열시험

열분석기(TG-DSC)의 Ptpan에 혼합반응물 시료를 넣고,30℃에서 1000℃까지

(Ar분 기,승온 속도 5℃/min)승온 과정의 무게 열흐름을 측정하면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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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추 하 다.그림 3-3-25에서 무게곡선(thermogravimetriccurves)이 y값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y=0일 때,즉 pureUO2와 달리 dopant인 Gd이

포함된 U1-yGdyO2들은 막 600℃를 넘은 부근에서 부터 공통 으로 무게가 감소

하는 양상을 보이며 y값이 증가할수록 그 정도가 커짐을 보이는데 이는 미 반

응 Cs2O의 증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가열 후 시료의 색이

U1-yGdyO2의 y값에 따라 차이를 보 다(그림 3-3-26).즉 y=0인 시료인 경우 색

이 가열 기의 검은색에서 가열 후 밝은 오 지색으로 변한 반면,y값이

증가할수록 검은색 기운이 더해져 y=0.33의 경우 기의 검은색을 유지하

다.

(다)반응생성물의 결정구조 측정 (XRD)

그림 3-3-27는 가열 후 시료들에 한 XRD 측정 결과이다.y=0,0.11인 경우

Cs2U2O7의 회 패턴이 뚜렷이 보이는 반면 0.22부터 0.26,0.33까지 y값이 커질

수록 Cs2U2O7의 회 패턴은 어들고 신에 U1-yGdyO2의 fluorite패턴이

뚜렷이 보인다.이러한 XRD 측정결과로부터 그림 3-3-26의 오 지색은 UO2와

Cs2O의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U-Cs-O (cesium uranate)이고,검은색은 Cs2O와

반응하지 않고 남은 U1-yGdyO2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Cs2O의

Gd-dopedUO2에 한 반응은 dopantGd
3+
의 양에 따라 향을 받고,dopant

의 함량이 커질수록 반응성이 하됨을 알 수 있다.

(2)30℃에서 610℃까지 승온조건

Cs2O의 Gd-dopedUO2에 한 반응에서 dopantGd
3+
의 양에 따른 향을 정량

으로 확인하기 한 실험을 수행하 다.Cs2O와 Gd-dopedUO2혼합 시료

U에 한 Cs2O의 양을 일정하게 취하고 가열 시험 후,시료 U-Cs-O와 미 반응

UO2를 앞서의 pH 2용액 용해방법으로 분리 후 화학분석 방법으로 dopantGd
3+

의 양에 따른 U-Cs-O반응정도를 규명하 다.

(가)혼합 반응물의 제조

Glovebox(Arpurging,humidity<7%)내 설치한 울을 이용,Cs/U (atom

비)를 ∼2가 되도록 Cs2O와 UO2의 무게를 취하여 agatemortar에서 갈아 혼합

하 다.칭량을 한 후 각 U1-yGdyO2(y=0.11,0.22,0.26,0.33)시료들에 해 계

산한 Cs/U값은 각각 1.90,1.85,1.79,1.74,1.82이었다.

(나)가열시험

열분석기(TG-DSC)을 이용하여 30℃에서 610℃까지 승온(무산소 Ar분 기,승온

온도 5℃/min)(그림 3-3-28) 승온 후 610℃에서 24시간 동안 유지하는 동안의

무게를 측정하면서 반응을 추 하 다(그림 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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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26.ColorsofthereactionproductsofU1-yGdyO2andCs2O(30→ 1000℃)[(1)

y=0,(2)y=0.11,(3)y=0.22,(4)y=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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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에서 승온 후 24시간 동안 유지하는 동안의 무게변화 곡선

(thermogravimetriccurves)이 y값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y=0,0.11일

때는 무게곡선 상 무게가 유지되는 듯 보이나 y값이 0.22,0.26,0.33으로 증가 할

수록 무게감소가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이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미 반응

Cs2O의 증발에 기인한 것으로,미 반응 Cs2O가 많다는 사실은 y값이 커질수록

UO2와 Cs2O의 반응의 정도가 크지 않음의 반증으로 생각된다.

(다)반응생성물의 결정구조 측정 (XRD)

그림 3-3-30은 가열 후 시료들에 한 XRD 측정 결과이다.y=0인 경우

Cs2U2O7,Cs4U5O17회 패턴이 뚜렷이 보이는 반면 y=0.11부터,0.22,0.26,0.33

까지 y값이 커질수록 Cs2U2O7,Cs4U5O17의 회 패턴이 어들고 신에

U1-yGdyO2의 fluorite회 패턴이 커지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이 결과는 앞서의

30℃에서 1000℃까지의 시험인 그림 3-3-27결과와 유사하며 Cs2O의 Gd-doped

UO2에 한 반응은 dopant,Gd
3+
의 함량이 커질수록 반응성이 하됨을 재확인

하 다.

(라)가열시험 후 시료 U-Cs-O화학분석

가열시험 후 시료를 pH 2용액으로 처리하여 미반응 U1-yGdyO2으로부터 반응

물 U-Cs-O만을 용해하여 분리할 수 있었다.그리고 불용성 침 형태의 미반응

U1-yGdyO2는 강한 질산(1:1)으로 용해하여,용액들에 한 U,Cs의 화학분석을

하 다(표 3-3-7).화학분석 결과(표 3-3-3)에서,Gd
3+
이 없는 순수한 UO2의 경우

pH 2용액에 녹은 U의 기 UO2에 한 비(Usoluble/Utotal)가 93%이었다.이는

기 Cs/U가 1.9로 앞서 밝 진 로 반응생성물 U-Cs-O의 Cs/U가 약 2임을

고려할 때 반응 당량 으로 모든 Cs2O가 UO2와 반응한 경우에 해당한다.반면,

Gd
3+
이 혼입된 U1-yGdyO2의 경우에도 Cs/U의 비가 순수한 UO2의 경우와 거의

비슷함에도 y값에 따라 Usoluble/Utotal이 72%,55%,57%,54%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U1-yGdyO2 UO2와 Cs2O의 반응이 순수한 UO2의 경우와 달리

당량 으로 반응하지 않고 U-Cs-O의 생성이 억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Cs2O와 doped된 U1-yGdyO2의 반응에 미치는 Ln
3+
의 향

앞서의 화학분석결과에서 U1-yGdyO2 UO2와 Cs2O의 반응이 순수한 UO2의

경우와 달리 당량 으로 반응하지 않고 dopant에 의해 U-Cs-O의 생성이 억제됨

을 알았다.이러한 상을 핵석하기 하여 반응물인 UO2와 생성물인 Cesium

uranate에서 U의 화학 상태를 비교하여 보았다.즉 반응물인 UO2에서 U의 산

화상태는 4+인 반면,Cs2UO4를 비롯한 부분의 cesium uranate에서 U의 산화

상태는 6+이므로,UO2에서 cesium uranate가 형성되는 정확한 반응 메커니즘은

알려진 바 없지만 U
4+
에서 U

6+
로의 산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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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dopedUO2의 산소에 의한 산화에서,특히 높은 산화상태 6+으로의 산화는

dopant의 양에 비례하여 억제됨이 보고된 바 있는데[3-3-5],본 연구에서 Gd
3+
이

doped된 U1-yGdyO2으로부터 cesium uranate의 형성이 억제되는 상도 동일하

게 Gd
3+
의 향으로 U

4+
에서 U

6+
로의 산화반응이 억제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Table3-3-7.U-Cs-OformationdependingonsomeCs/Uratios

Beforeheating
DissolvedpartsinpH 2solution

afterheating

y
U1-yGdyO2+Cs2O

(mg)

Cs/U

(atom ratio)
Usoluble/Utotal

Cs/U(atom ratio)

inpH 2solution

0 15.99+15.89 1.90 0.93 1.7

0.11 15.11+13.46 1.85 0.72 2.0

0.22 15.09+11.78 1.79 0.55 2.3

0.26 15.09+11.02 1.74 0.57 2.1

0.33 14.99+10.56 1.82 0.54 2.2

다.휘발성 핵종 2차상 화합물의 피복 표면 흡착거동 규명

피복 재료로 사용되는 지르칼로이에 한 휘발성 핵종 2차상 화합물의 상

호작용은 무엇보다 지르칼로이의 기질을 이루는 주성분원소인 지르코늄(Zr)과 휘발

성 핵종 2차상 화합물의 반응성 향을 주로 받을 것이라는 제에,이를 조사

하기 하여 순수한 지르코늄 속분말,지르코늄 산화물인 ZrO2들과 휘발성 핵종

2차상 화합물로써 Cs2O,CsI들을 혼합하여 아르곤(Ar)분 기에서 가열한 후 시

료의 XRD를 측정하여 반응성을 조사하 다.

1)Zr,ZrO2/Cs2O의 반응성

가)가열시험

(1)Zr/Cs2O

러 박스 내 설치한 울을 이용,Zr분말과 Cs2O을 Cs/Zr(atom 비)가 약

2가 되도록 혼합한 후 Ar분 기,400℃에서 24시간 가열한 후 시료에 한

XRD를 측정하 다.

(2)ZrO2/Cs2O:

러 박스 내 설치한 울을 이용,ZrO2분말과 Cs2O을 Cs/Zr(atom 비)가

약 2가 되도록 혼합한 후 Ar분 기,400℃에서 24시간 가열한 후 시료에 한

XRD를 측정하 다.ZrO2분말과 Cs2O을 Cs/Zr(atom 비)가∼2가 되도록 혼합

한 후 Ar분 기,610℃에서 72시간 가열 후 시료에 한 XRD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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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XRD측정

그림 3-3-31은 Zr,ZrO2/Cs2O 시료를 400℃ 610℃에서 가열 후 시료에 한

XRD 측정결과이다.그림 3-3-31에서 Zr/Cs2O 반응 후 phase는 ZrO2의 patterns

이 보이는데 이는 속상태의 Zr은 Cs2O에 의해 산화됨을 확인시켜 다.그리고

ZrO2 /Cs2O 반응 후 phase는 400℃에서는 ZrO2의 pattern만이 보이는 반면,61

0℃에서 72시간 가열 후 시편에서는 ZrO2의 pattern외에 알려진 patterns은 아니지

만 새로운 회 patterns을 보여 주었다.이러한 결과는 피복 내부 층인 ZrO2이

400℃정도의 온도에서는 Cs2O와 반응성이 없는 반면,610℃ 정도의 고온에서는

Cs2O와 반응하여 새로운 phase를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ZrO2/CsI의 반응성

가)가열시험

ZrO2 분말과 CsI을 Cs/Zr(atom 비)가 ∼2가 되도록 혼합한 후 Ar분 기,

400℃,650℃에서 24시간 가열한 후 시료에 한 XRD를 측정하 다.

나)XRD측정

그림 3-3-32는 ZrO2/CsI시료를 400℃ 650℃에서 가열 후 시료에 한 XRD

측정결과이다.그림 3-3-32에서 ZrO2/CsI반응 후 phase는 ZrO2 CsI의 patterns

만을 보여 다.이러한 결과로부터 피복 내부 층인 ZrO2이 400℃ 650℃ 정도

의 온도에서는 CsI와 반응성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 다.

바.연구결론

고온에서 Zircaloy의 산소에 한 산화 반응성을 규명하기 하여,산소분 기에

서 승온 가열하면서 측정한 열분석(TG-DTA)결과에 의하면 3종의 지르코늄 합 ,

Zircaloy-4,Zirlo 고 Nb성분 Zircaloy모두 750℃이하의 온도에서는 무게 열

흐름 값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750℃를 분기 으로 높은 온도에서 무게 증가 곡

선의 기울기 열 흐름 값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무게증가 열 흐름 값의 큰 변화는 Zircaloy의 산화반응에 의한 것으로,

실험결과로부터 Zircaloy가 750℃ 이상의 고온에서는 산소에 한 반응성이 격하

게 증가하는 반면 750℃ 이하에서는 산소에 해 비교 안정함을 알 수 있었다.

경수로의 정상가동 Zry피복 온도가 750℃보다 많이 낮은 300∼330℃이고,

UO2핵연료의 산소퍼텐셜을 고려하면 경수로 핵연료에서 산소에 의한 Zry피복 의

산화는 매우 제한 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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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핵연료의 핵연료/피복 틈새에서 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면들

(UO2/Zircaloy,U-Cs-O/Zircaloy U-Cs-O/ZrO2)간의 반응성을 규명하기 하

여,UO2 고연소핵연료 모사 화합물인 세슘 우라네이트(U-Cs-O)와 분말 상태

Zr,ZrO2의 혼합물을 Ar분 기에서 승온 가열하면서 열분석(TG-DTA)결과를

얻었다.무게 열흐름 값의 변화로 추정할 때 U-Cs-O/Zr혼합물만이 반응성이

있어 보 고 UO2/Zr,U-Cs-O/ZrO2 들은 반응성이 없어 보 다.[U-Cs-O]/[Zr]

비 변화에 따른 U-Cs-O/Zr혼합물의 열분석(TG-DTA)결과의 무게 감손경사 변

화는 U-Cs-O와 Zr간 반응속도가 U-Cs-O의 농도와 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

다.이러한 결과들은 Zircaloy피복 내부표면 산화가 핵연료인 UO2와의 직

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세슘 등 반응성이 강한 핵분열생성물이 포함된 2차상

화합물에 의할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고연소핵연료 2차상 화합물인 세슘 우라네이트가 피복 과 계면 시 일어

날 수 있는 상호작용을 규명하기 하여,합성한 모사화합물인 U-Cs-O와 실제 피

복 재료들인 Zry-4,Zirlo,고 NbZry(KAERILab.)의 확산 시험 후 표면의

형태와 성분분포를 측정하 다.Zircaloy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3종 모

두가 기의 매끈하 던 표면과 달리 주성분이 U과 O이고 극소량의 Zr과 Cs이

포함된 2차상들이 유착되어 있었고,2차상 외 역의 성분은 U이 포함되지 않은

Zr과 O이 주성분인 ZrO2임을 확인하 다.이러한 결과는 U-Cs-O와 Zircaloy의

상호작용에 의해 Zircaloy표면산화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부연소도가 ～200GWd/tU에 이르는 rim 역의 산소 퍼텐셜이 Zircaloy피

복 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하여,연소도 차이가 있도록 제조한 몇몇 모사

고연소핵연료 U1-yFPyO2(FP=Gd)와 피복 재료의 하나인 Zry-4와의 확산 시험

후 표면의 형태와 성분분포를 측정 비교하 다.연소도에 계없이 Zry-4표면에

주성분이 U,Gd,O 혹은 U,Zr,Gd,O인 돌기가 발견되었으나,연소도가 클수록

돌기의 크기가 크고 분포가 많이 생겼다.그리고 돌기 외 역의 O/Zr비가 y=0

∼0.1범 에서는 0.25,y=0.19인 경우는 ∼2로 연소도에 따라 상이하 다.이러한

결과로 부터 Zircaloy의 산화가 국부연소도가 클수록 커지는 산소 퍼텐셜(⊿Go)의

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휘발성 핵종의 이차상화합물 규명에 있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30℃에

서 400℃까지 Cs2O와 UO2 혼합물의 가열시험 후 시료의 색변화,XRD pattern,

SEM,EPMA 측정을 통하여 이 온도범 에서 Cs2O와 UO2간에 상호작용이 있음

을 확인하 다.이 온도범 에서 Cs2O와 UO2의 상호작용 진행 형태는 UO2표면

에 Cs2O-UO2의 고용체가 형성되고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고용체의 조성 즉

Cs/U 비가 달라지면서,고용체의 조성이 안정한 phasepattern을 갖는 U-C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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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족시키는 어떤 Cs/U 값에 도달할 때 결정성을 갖는 화합물 U-Cs-O가 형

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Cs2O와 UO2혼합물 Cs/U 비가 약 1,2,4인 시료에 한 30℃에서 610℃

까지 가열시험 후 시료 U-Cs-O의 화학분석을 통하여,UO2에 한 Cs2O의 반

응의 결과 생성되는 U-Cs-O는 UCs2Ox로 UO2/Cs2O 반응의 stoichiometry가

[UO2]/[Cs2O]≅ 1임을 확인하 다.

온도조건에 따른 Cs2O-UO2가열 시험에서 181℃,270℃,400℃에서 가열한 시

료들에서도 어떤 XRD pattern들을 보이지만 잘 알려진 U-Cs-O의 patterns들과

는 일치하지 않았고,Cs2O의 녹는 (490℃)이상인 500℃ 시험에서 잘 알려진

UCs2O4를 확인하 다.이 온도에서 UCs2O4는 UO2+Cs2O +O2→ UCs2O4반

응에 따라 생성될 것이다.그리고 30℃에서 610℃까지의 승온 가열 시험에서 확

인한 바와 같이 UCs2O4는 500℃ 이상의 특정 온도에서 2UCs2O4가 U2Cs2O7 +

Cs2O를 통하여 U2Cs2O7로 변환된다.

CsI는 Cs2O와는 달리 UO2에 해 반응성을 보이지 않고 어떤 U-Cs-O도 생성

하지 않았다.Cs2O와 U1-yGdyO2의 반응에 미치는 산화상태 Gd
3+
의 향을 측

정한 결과,U1-yGdyO2 Cs2O와 UO2의 반응이 순수한 UO2의 경우와 다르게 당

량 으로 반응하지 않고 dopant인 Gd
3+
에 의해 U-Cs-O의 생성이 억제됨을 알았

다.이러한 상은 Gd
3+
의 향으로 U(IV)O2+Cs2O → U(VI)-Cs-O 반응에 포함

된 U
4+
에서 U

6+
로의 산화가 억제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00℃,610℃ 가열시험에서 Cs2O는 Zr을 ZrO2로 산화시켰다.400℃ 가열시험에

서는 Cs2O/ZrO2 간 반응성을 보이지 않은 반면,610℃ 가열시험에서 Cs2O와

ZrO2이 반응성이 있어 새로운 상을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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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용후핵연료/피복 경계면 피복 산화특성

1)연소도 33.3GWd/tU

가)사용후핵연료와 피복 경계면 구조변화

원자로를 가동하는 동안 핵연료 펠릿은 핵분열 기체가 생성되어 많은 기공이

생기므로 체 으로 팽창하게 되는데 연소도가 높을수록 팽창정도가 커서 피

복 과 하게 된다.이때 핵연료 펠릿과 피복 의 면에서 상호반응이

일어난다.이러한 핵연료 펠릿/피복 상호반응(PCI)은 피복 의 건 성에 향

을 미치므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원자로 가동 시 핵연료가 고온 상태이므로

피복 은 UO2핵연료로부터 산소를 취하여 ZrO2-x와 ZrO2등의 산화물을 생성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3-1-23,25].

그림 3-3-33의 시편 사진을 보면 연소도가 33.3GWd/tU인 핵연료 펠릿과 피

복 의 경계면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이것은 낮은 연소도에서 핵연료와 피복

사이에 화학결합이 형성되지 않아 핵연료와 피복 사이의 gap이 그 로 유

지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핵연료와 피복 경계면(interface)의 단면을

Micro-XRD로 측정하 으나 UO2와 Zr의 회 패턴 이외에 다른 피크를 확인할

수 없었다(그림 3-3-33).그 이유는 XRD 스펙트럼 내 ZrO2의 주 피크가 UO2의

주 피크와 2θ=28°부근의 검출각도에서 매우 유사하여 구별이 불가능하며

한 주 피크 이외의 나머지 피크들은 반응층이 무 얇아 확인할 수 없었다.즉,

연소도가 33.3GWd/tU인 핵연료 팰렛과 피복 경계면에서 지르코늄 산화물

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나)피복 부식특성

원자로 가동 핵연료 피복 은 외부표면이 냉각수와 하게 되고 이때

냉각수로부터 산소와 수소를 취하게 되어 표면에 부식층을 형성한다.이러한

상은 피복 의 건 성에 향을 미치므로 피복 의 부식특성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피복 의 단면에 하여 핵연료/피복 의 면으로부터 피복 의

바깥표면을 향하여 50 μm 간격으로 X-선 회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그림

3-3-33).피복 의 바깥층에서 산화생성물인 ZrO2의 회 피크가 매우 약하게 검

출되었다.그러나 ZrO2의 회 패턴 주 피크 외에 다른 피크들은 확연히 나

타나지는 않았다.그 이유는 부식층이 Micro-XRD로 검출하기에 무 얇게 생

성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즉,연소도가 33.3GWd/tU인 핵연료 피복 의

외부면 부식층은 매우 얇게 생성되기는 하 지만 ZrO2의 상인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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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33.XRD spectraforthecladding(Zry-4)ofaspentfuelwith 33.3

GWd/tUburnupfrom inside(interfaceofpelletandcaldding)toouter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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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소도 41.0GWd/tU사용후핵연료의 구조변화

가)사용후핵연료와 피복 경계면 구조변화

연소도가 41.0GWd/tU인 핵연료와 피복 의 반응층 단면을 Micro-XRD로 측

정하 다(그림 3-3-34).그러나 연소도 41.0GWd/tU인 핵연료 역시 UO2 Zr

이외에 다른 피크를 확인할 수 없었다.이것은 X-선 회 패턴을 확연하게 구별

하기에 여 히 반응층이 무 얇고 XRD스펙트럼 내 ZrO2의 주 피크가 UO2의

주 피크와 검출각도와 매우 유사하여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피복 부식특성

피복 의 단면에 하여 핵연료/피복 의 면으로부터 피복 의 바깥 표

면을 향하여 50μm 간격으로 X-선 회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그림 3-3-34).피

복 의 외부면에서 산화생성물인 ZrO2의 회 피크가 검출되었다.

3)연소도 57.6GWd/tU사용후핵연료의 구조변화

가)사용후핵연료/피복 경계면 특성

연소도 57.6GWd/tU인 핵연료는 앞서 살펴본 33.3과 41.0GWd/tU 핵연료보

다 연소도가 훨씬 크다.그러므로 핵분열 기체에 의한 pore가 많이 생성되어 핵

연료의 부피 팽창정도가 커서 피복 과 하여 팰렛/피복 상호반응 층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상된다.이 반응 층을 찰하기 해 SEM 이미지를 측정

한 결과,핵연료와 피복 의 경계면에서 약 9μm 폭의 반응 층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 다(그림 3-3-35).이 반응층은 핵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Zr피복 이

UO2핵연료로부터 산소를 취하여 ZrO2-x와 ZrO2등의 산화물을 생성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그러나 핵연료와 피복 의 반응층 단면을 Micro-XRD로 측정

한 결과는 UO2 Zr이외에 다른 피크를 나타내지 않았다(그림 3-3-36).그 이

유는 XRD스펙트럼 내 ZrO2의 주 피크가 UO2의 주 피크와 검출각도에서 매우

유사하여 구별이 불가능하고,주 피크 이외의 피크들을 확인하기에는 여 히 반

응 층이 무 얇기 때문으로 단된다.EDS/WDS측정을 통해 반응층에 한

성분원소의 조성변화를 찰한 결과,반응층에서 Zr과 O 원소가 검출되었고 U

원소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그림 3-3-37).따라서 핵연료/피복 사이의 반응

층은 지르코늄 산화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즉,연소도가 57.6GWd/tU인 핵

연료와 피복 의 경계면에서 두께가 약 9μm 되는 반응층이 생성되었으며,반

응층의 화합물 구조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지르코늄 산화물임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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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34.XRD spectrafrom inside(interfaceofpelletand caldding)to outer

surfaceofthecladding(Zry-4)with41.0GWd/tUburnup.



- 540 -

Fig.3-3-35.SEM imagesforarim andapellet/cladinteractionlayerinaspent

fuel(averageburn-up:57.6GWd/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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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36.XRDspectrum fortheregionincludingapellet/cladinteractionlayerin

aspentfuelspecimen(averageburn-up:57.6GWd/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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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37.LinescananalysisofZr,U byEDSandO byWDSfortheregion

including a pellet/clad interaction layerofa spentfuelspecimen (average

burn-up:57.6GWd/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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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Zircaloy피복 의 외부면 부식 특성

피복재의 요한 역할은 연료와 냉각재의 을 차단하여 핵분열생성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다.냉각수가 약산성인 경수로 수로의 피복 재료

로는 수소화에 강한 Zry-4합 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수로의 경우 Zirlo

를 사용하는 추세이다.이는 원자력발 소의 경제성 제고를 해 장주기 운

을 하게 됨에 따라 내식성이 Zry-4에 비해 우수한 주석 Zry-4(Sn함유량을

인 Zry-4)나,Zirlo(Sn을 1wt.% 첨가하고 Nb과 Fe을 각각 1wt.%,0.1

wt.% 첨가)가 고연소 시 연료 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고온

에서의 Zr의 산화는 경수로 등의 냉각수 유실사고를 고려한 안 성 측면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산소분압의 증가에 의해 피복 바깥쪽 표면에도 ZrO2층

이 형성된다.피복 내부의 경우 주로 고온에서 UO2연료에 의해 산화가 일어

나지만 피복 바깥은 증기에 의해 산화반응이 일어난다.Zr산화물의 생성 자

유에 지가 낮기 때문에(<～-900kJ/mol), 속 지르코늄은 산소와 빠르게 반응

하여 산화물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피복 의 β-Zry두께를 감소시킨다.체심입

방(bcc)구조의 β-Zry가 산화되면 ZrO2나 hexagonal-close-packed(hcp)구조의

α-Zry가 형성된다.이때,산화물이나 α-Zry의 무른 성질 때문에 피복 의 강도

가 떨어지게 된다.

피복 산화를 확인하기 하여 피복 의 단면에 하여 핵연료/피복 의 경

계면으로부터 피복 의 외부 표면을 향하여 50μm 간격으로 X-선 회 스펙트

럼을 측정하 다(그림 3-3-38).피복 의 바깥층에서 산화생성물인 ZrO2의 회

패턴이 검출되었고,매우 약하지만 ZrH2로 상되는 피크가 검출되었다.그러

나 회 패턴이 확연히 나타나지는 않았다.그 이유는 부식층이 매우 얇고 실험

실 내 Micro-XRD시스템의 공간분해능이 수십 μm로 제한 이기 때문이다.

피복 의 외부 부식층 단면에 한 SEM 측정 결과,어두운 색을 띠고 폭이

약 16μm인 부식층이 찰되었다(그림 3-3-39(상)).부식층을 심으로 간격에

따라 지르코늄(Zr)과 산소(O)원소에 한 조성변화를 측정한 결과,바깥부분의

부식층에서 지르코늄과 산소 원소가 검출되었다(그림 3-3-39(하)).XRD 분석결

과에 의하면 이 지르코늄 산화물의 화학식은 ZrO2이었다. 상되는 ZrO2-x화합

물은 나타나지 않았다.그 이유는 1차 냉각수의 온도가 참고문헌에서와 같이

높지 않아 산소 침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단된다.즉,연소

도가 57.6GWd/tU인 핵연료 피복 의 부식층은 두께가 약 16μm 되는 ZrO2

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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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38.XRD spectraforthecladding(Zry-4)ofaspentfuelwith57.6GWd/tU

burnupfrom inside(interfaceofpelletandcaldding)toouter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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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39.ZrandO analysisfortheoutercorrosionlayerofaZry-claddingofa

spentfuel(averageburn-up:57.6GWd/tU)byEDSandWDS,indivi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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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UO2-5.98wt%Gd2O3사용후핵연료 피복 의 미세구조

가)핵연료/피복 부

원자로 가동동안 핵연료 팰릿은 팽창하여 피복 과 하게 되는데 이때

면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난다[3-3-6].일반 으로 이 화학반응은 지르코늄 피복 이

UO2팰릿으로부터 산소를 취하여 열역학 으로 더 안정한 지르코늄 산화물을 생

성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이러한 화학반응은 피복 의 건 성에 크게 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핵연료 팰릿/피복 사이의 면에서 일어나는 반응특성

을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

UO2-5.98wt%Gd2O3사용후핵연료(연소도:40.5GWd/tU) 의 Zirlo피복 특

성을 검토하기 하여 Zirlo피복 시편의 반경방향에 하여 상변화 측정을 수

행하 다.사용후핵연료와의 경계부 부터 피복 의 외부 표면 층 까지 50-100

μm 간격별 X-선 회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XRD에 의한 측정시간/step(2θ)을

20 /0.04°(그림 3-3-40참조) X-선 회 피크를 좀 더 분명히 확인하기 하여

측정시간을 늘려서 250 /0.04°(2θ)로 측정한 결과(그림 3-3-41참조),두 경우 모

두 UO2(핵연료와의 경계부 에서 검출됨)와 Zr회 피크만 검출되었다.즉,핵연

료/피복 경계부 에서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이는 경계면에서 핵연료와의

반응층이 매우 얇거나 독 의 낮은 연소도로 인해 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

으로 단된다.

나)Zirlo피복 외부면

원자로 가동 핵연료 의 피복 은 1차 냉각계통의 물로부터 산소와 수소를

흡수하여 부식층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7,8]이러한 부식층은 핵연

료 의 안 성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핵연료 피복 의 부식특성을 이해하

기 한 연구가 요하다.사용후핵연료와의 경계부 부터 피복 의 외부 표면까

지 50-100μm 간격으로 측정한 X-선 회 스펙트럼의 외부층에 한 결과에서

도 내부층과 마찬가지로 Zr이외에 ZrO2등의 다른 반응생성물이 검출되지 않았

다(그림 3-3-40).좀더 세 한 찰을 하여 Zirlo피복 의 외부층에 해서도

250 /0.04°(2θ)로 시간을 늘려서 측정하 으나(그림 3-3-42)마찬가지로 Zr이외

에 다른 반응생성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낮은 연소도가 원인일 수 있으나,앞에서

언 된 연소도 33.3-57.6GWd/tU를 갖는 PWR사용후핵연료 피복 (Zry-4)의 외부

층에서 ZrO2부식생성물이 확인된 결과를 비교하 을 때,Zirlo가 Zry-4보다 피복

부식안정성이 더 좋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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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40.XRD spectrafrom theinterfaciallayerbetweenaUO2-Gd2O3 fuelandaZirlo

claddingtothesurfacelayerofcladdingforaspentfueldischargedfrom Kori-3(burnup:

41GWd/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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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41.XRD spectrum fortheinterfacialregionbetweenaUO2-5.98wt%

Gd2O3spentfuelandaZirlocl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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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42.XRDspectrum forthesurfaceregionofaZirlocl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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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사용후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 생산

1.연구개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증가에 따라 원 내 장시설 용량의 포화에 비하여

간 장시설에 한 비가 진행 에 있으며,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공정 발생하

는 피복재(hull)등 고 공정폐기물의 처리나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장에 한

연구가 진행 이다.고 폐기물의 처분이나 장시설의 인허가 련 안 성 평

가를 해서는 선원항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장 혹은 처분시설의 국내 환경이 결정되면 한 향인자를 설정하여 사용후

핵연료의 부식,침출 등 환경 사고 시나리오에 따라 결정되는 방사성 핵종 유출

에 한 정보를 확보하기 해서는 선원항에 한 기 자료가 필요하다.원자력을

이용하는 독일,미국 등 련 선진국들에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연료

내 성분의 침출특성과 련하여서는 유럽에서는 JRC-ITU,독일 FZKA를 심으로

saline처분환경,미국에서는 ANL,PNL,NRC등이 응회암 처분환경을 설정하고,

각국의 처분환경 내에서 악티나이드 핵분열생성 핵종들에 한 선원항(source

term)자료를 생산하기 해 다양한 향인자들에 한 침출시험을 수행 이며,이

들 선원항 자료들은 각 처분장시설들의 인허가를 해 개발된 산 code검증에 활

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선원항 자료 생산 련 기술개발을 시작하여 재 경

수로 핵연료에 하여는 일부 자료를 확보하 다.침출에 미치는 주요 향인자들

로는 침출액의 성분,pH,용기의 재질,온도,시료의 표면 ,방사분해에 의해 생성

된 산화제들이 있으며,국외에서는 이들 각 인자들에 의한 용해속도,용기부식,핵

연료 풍화,용해도,공침 흡착 상,콜로이드 형성 등에 한 측정자료를 생산하고

있다.추후 국내 환경에서 주요 악티나이드 핵종방출에 한 연구가 수행될 정이

며,더불어 앞으로 개발될 국산핵연료에 한 선원항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2.악티나이드 동 원소 정량법 개발

사용후핵연료 악티나이드 선원 항을 정량하기 하여 표 물을 사용한 Np,

Pu Cm 동 원소 정량법을 검증하 다.우선
237
Np정량을 해

239
Np를 spike로

사용하는 spike첨가법을 검증하 다.이때 시료
237
Np과

239
Np는 알 분 법

감마분 법으로 각각 측정한 후 동 원소희석법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이때
237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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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Np는 각각 알 분 법 감마분 법으로 측정한다.따라서 이들 핵종에 한

측정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237
Np과

239
Np의 표 용액을 사용하여 농

도변화에 따른 측정한계,측정정 도 회수율을 각각 구하 다.Pu동 원소에

해서는 Pu표 물을 사용하여 알 분 법으로
238
Pu,

239
Pu

240
Pu를 정량하고

질량분석법으로
238
Pu,

239
Pu,

240
Pu,

241
Pu

242
Pu를 정량하여 상호 비교하 다.즉,

우라늄 매질시료에서 질량분석법으로 Pu동 원소를 측정할 경우
238
Pu는

238
U에 의

한 간섭 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알 분 법을 용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량분석법과 알 분 법을 상호 보완 으로 사용하여

Pu동 원소를 정량하 다.두 방법에 해서 Pu함량 변화(10-2ng)에 따른 Pu동

원소의 회수율 정 도를 구하고,측정값과 이론값을 구하여 함량변화에 따른

상 계(correlation)를 구하 다.그리고
248
Cm 추 자를 사용하여 알 분 법으로

Cm 동 원소 정량법을 검증하 다.사용후핵연료
241
Am,

242
Cm

244
Cm 동

원소는 일반 으로
243
Am 추 자를 사용하여 정량하여왔다.이는 Am과 Cm의 화학

거동이 유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이 연구에서는 Cm 동 원소에 해서
248
Cm

추 자를 별도로 사용하여 정량하고 아울러
243
Am 추 자를 사용하여 Cm 동 원

소를 정량하여 상호 비교하므로 Cm 동 원소 정량법을 검증하고자 하 다.

가.
239
Np첨가법에 의한

237
Np정량법 개발

1)실험

237
Np표 용액 일정량(0.1-5Bq)을 시료 시에 건고시킨 후 알 계측으로

237
Np을 측정하 다.다음으로

239
Np(

243
Am)일정량(1.8-45Bq)을 취하여

237
Np이

건조된 시료 시 에 하여 다시 건조한 후 ϒ-spectrometry로
239
Np을 측정

하 다.측정된 두 동 원소의 방사능 값을 아래 식 (3-4-1)과 같은 동 원소희석

법에 용하여
237
Np을 정량하 다.최종 으로

239
Np일정량(∼75Bq)을

243
Am

표 용액으로부터 분리(milkingout)한 후
237
Np을 함유한 표 시료에 첨가하여

와 같은 방법으로
237
Np을 정량하여 회수율을 구하 다.

))}(){()((
å
å

-
-=

t Ri
x Ri

RxRm
RmRt

Mt
Mx

mx
mtCtCx (3-4-1)

여기서,Cx는 시료용액 체 Np의 농도,Ct는 스 이크 용액 의 체 Np

의 농도,mt는 취한 스 이크 용액의 무게,mx는 취한 시료용액의 무게,Mx는

시료용액 Np의 평균원자량,Mt는 스 이크 용액 Np의 평균원자량,R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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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크 용액
237
Np/

239
Np비의 값,Rm는 스 이크된 시료의

237
Np/

239
Np의

비 값,Rx는 시료용액의
237
Np/

239
Np비의 값이다.

∑xRi:시료 Np동 원소비의 합 (
237
Np/

239
Np+

239
Np/

239
Np)

∑tRi:스 이크 Np동 원소비의 합 (
237
Np/

239
Np+

239
Np/

239
Np)

(3-4-2)

(3-4-3)

2)결과 논의

237
Np과

239
Np의 농도변화에 따른 회수율 측정정 도를 표 3-4-1 그림

3-4-1과 3-4-2에 각각 나타내었다.표 3-4-1 그림 3-4-1,3-4-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이들 핵종의 농도가 낮을수록 회수율 정 도가 낮아졌다.알 선 계측에

의한
237
Np의 경우 의 농도 구간에서 상 표 편차(RSD)가 3-7%로 나타내었으

나 회수율은 97-100%로 나타났다.

Method
237
Np Rec(%) RSD(%)

237Np/Alpha

counting

0.1 106.23 6.62(n=3)

1 100.92 2.83(n=3)

1.997 99.92 1.84(n=3)

4.9925 96.67 3.07(n=3)

239Np/Gamma

spectrometry

1.794 193.33 19.8(n=3)

3.737 137.57 14.44(n=3)

7.47 122.82 7.08(n=3)

10.464 112.67 6.63(n=3)

14.948 115.36 5.71(n=3)

20.927 106.39 6.73(n=3)

29.896 106.28 4.54(n=3)

44.844 100.67 1.67(n=3)

Table 3-4-1.Recovery yield and measurementprecision according to the

differentcountingmethods.

239
Np의 경우 낮은 농도구간(<20Bq)에서는 측정정 도가 2-20%로 나타났으며,

회수율은 농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높게(>100%)나타났다.이와 같은 양의 오차

를 나타내는 것은
239
Np의 낮은 감마에 지(<300KeV)에 한 바탕값의 향으

로 생각된다.그리고 20Bq이상의 구간에서는 회수율이 정량 으로(∼100%)나

타났으며 측정 정 도는 7% 이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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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Recovery yieldsand precisionsof
237
Np by alphacounting.

Sample:237Np0.1-5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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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Recoveryyieldsandprecisionsforthemeasurementof
239
Np.

Sample:239Np1.794-44.844Bq,detectionmethod:gammaspectr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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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Recovery yieldsand precisionsfor
237
Np by IDAS.Sample:

237Np+239Np30Bq,spike:239Np15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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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표 3-4-2 그림 3-4-3에는 일정량의 시료(0.1-5Bq의
237
Np+30Bq의

239
Np)에 15Bq의

239
Np(spike)을 첨가한 후 스 이크 첨가법에 의해

237
Np을 정

량한 결과이다.표 3-4-2 그림 3-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7
Np의 농도가 낮을

수록 정 도는 낮게 나타났으나(4-30%),회수율은 정량 으로(95.5-104.5%)로 나

타났다.그리고
239
Np를

243
Am으로부터 분리한 후 spike로 사용하여 5Bq의

237
Np표 시료에 용한 결과 회수율이 96.7%로 나타났다.이상의 결과를 종합

하면
237
Np정량법으로 알 감마분 법을 용하는 스 이크 첨가법을 이용

할 경우
237
Np이 0.1Bq이하의 시료에서는 본 방법의 용이 어려우나(30% 정

도),1Bq이상의
237
Np이 함유된 시료에서는 본 방법의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정 도 <22.6%).

237
Np(Bq)

Recovery(%)
Added Meas.±1S(n=3)

0.10 0.10±0.031 100±31

1.00 1.01±0.23 101.0±22.7

2.00 1.98±0.16 98.7±8.1

4.16 3.97 95.5

5.00 5.22±0.20 104.4±3.8

*5.00 4.83 96.4

*Sample:237Np+239Np30Bq,Aspike:239Np15Bq

*Measuredbyaspikeaddition(
239
Np)

Table3-4-2.Recoveryyieldandprecisionforthemeasurementof
237
Npbyisotope

dilutionalpha(gamma)spectrometry.

3)동 원소희석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237
Np정량법 개선

239
Np의 감마에 지(277.86KeV)를 5000 동안 측정하여 검량곡선을 구한 결

과 0~30Bq범 에서 좋은 직선 계를 보 으나(r
2
=0,992)5Bq이하에서는 그림

3-4-4에서와 같이 측정값의 불확도(RSD>15%)가 높았다.ICP-MS에 의한
237
Np의

검량곡선 결과를 그림 3-4-5에 나타내었으며 0.1~1ng/mL까지 좋은 직선 계

(r
2
=0.998)를 나타내었다.동 원소희석법에 의한

237
Np의 회수율을 구한 결과 표

3-4-3에 나타낸 바와 같이 1~10ng를 함유한 시료에서 회수율이 126~184%로 나

타났다.이와 같이 높은 회수율을 보이는 이유는 낮은 농도(15Bq)의
239
Np에 의

한 측정 오차로 단된다.보다 높은 농도의 시료(30Bq) 스 이크(30Bq)의

경우는 표 3-4-4에서와 같이 회수율이 95.9±9.7%로 나타났다.
239
Np은 반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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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day)가 짧기 때문에
243
Am으로부터 분리한 후 가 빠른 시간 내에 측정

하여야 한다,분리부터 측정 시작까지 측정과정에 붕괴되는 양을 (3-4-4)

(3-4-5)식을 사용하여 보정하 다.

)}(exp{1 --------+= ESA ttf l (3-4-4)

)}exp(1/{2 -----= GAGA ttf ll (3-4-5)

식에서,f1,f2는 분리 후부터 측정 시까지 측정과정에서 붕괴되는 양에 한

보정계수,λA는 붕괴상수(0.693/t1/2),tS는 측정시작 시간,tE는 분리종결 시간,tG

는 체 측정 시간이다.그리고 “sample“ “spikedsample" 의
237
Np

239
Np함량을 각각 구한 후 (3-4-1)의 계식에 입하여

237
Np농도를 구하 다.

식에서,Cx는 시료
237
Np의 농도,Ct는 스 이크 스 이크(

239
Np)의 농도,

mx는 시료부피,mt는 첨가한 스 이크 용액부피,Mx는 시료와 스 이크의 혼합

용액 Np의 평균 분자량,Mt는 스 이크의 평균 분자량,Rt는 스 이크의

237
Np/

239
Np의 비, Rm은 혼합물의

237
Np/

239
Np의 비, Rx는 시료 의

237
Np/

239
Np,ΣxRi는 시료 의 (

237
N/

239
Np+

239
Np/

239
Np),ΣtRi는 스 이크 의

(
237
Np/

239
N+

239
Np/

239
Np)이다.

237
Np/ng,add. 1 2 5 10

239Np/Bq,sample 15 15 15 15

239
Np/Bq,spike 15 15 15 15

237
Np/ng,meas. 1.8 3.3 6.7 12.6

Recovery(%) 184 163 133.4 125.7

Table3-4-3.Samplepreperationforisotopedilutionmethod

Sample
237Np/ng

added

239Np/Bq

sample

239Np/Bq

spike

237Np/ng

meas.
Reco.(%)

S1 10 30 30 9.05 90.5

S2 10 30 30 8.69 86.9

S3 10 30 30 9.71 97.1

S4 10 30 30 10.89 108.9

aver±1S 95.9±9.7

Table 3-4-4.Recovery yield of
237
Np by an istope dilution gamma and mass

spectr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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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알 분 법 질량분석법에 의한 Pu동 원소 정량법 검증

1)실험

Pu표 물질 (PuO2,NBL,CRM-122,53.22ngPu/mL)일정량(10ng,5ng

2ng)을 각각 취한 후 2.258Bq의
242
Pu를 추 자로 가하 다.황산염 매질에서

착후 알 분 법으로 Pu동 원소를 각각 측정하 다. 한 같은 표 물질을

사용하여 질량분석법으로 Pu동 원소를 측정한 후 두 방법에 의한 결과를 상

호 비교하 다.

2)결과

질량분석법으로
238
Pu을 정량할 경우 핵연료 다량으로 존재하는

238
U에 의

한 간섭 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이 경우에는 질량분석법이 아닌,알 분

법으로
238
Pu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9
Pu

240
Pu는 알 에 지가 거의

같기 때문에 알 분 법과 질량분석법을 상호 보완하여 정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따라서 사용후핵연료 Pu동 원소 정량을 알 분 법 질량분석법으로

각각 측정하여 상호 비교 보완하고자 하 다.표 3-4-5의 Pu표 물질을 사용

하여 농도에 따른 일정량의 Pu을 착한 후 알 분 법으로
238
Pu,

239
Pu

240
Pu를 각각 측정하 다.이때

239
Pu(5.16MeV)와

240
Pu(5.16MeV)는 알 분 법

으로 측정한 방사능을 구하고 질량분석법으로 측정한 Pu동 원소비를 이에

용하여 각각 의 방사능을 구하 다. 한 본 방법에서
241
Pu는 베타핵종이고

242
Pu는 알 분 법에서 추 자로 첨가하기 때문에 정량하지 않았다.

Isotope at.(%) wt(%)
238
Pu 0.0521 0.0519

239
Pu 87.305 87.254

240
Pu 11.539 11.581

241
Pu 0.9248 0.932

242
Pu 0.179 0.1811

total 99.9999 100

Table3-4-5.AtomicratioofPuinPuO2standardmaterial(NBL,CRM-122).

Pu의 양을 변화시키면서 각 동 원소를 측정한 결과를 표 3-4-6에 나타내었다.

표 3-4-6에서 보는 바와같이 Pu회수율이 97.5-105.8%,정 도가 10% 이하로 나

타났다.
238
Pu의 경우는 회수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한 낮은 정 도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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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는데,이것은 Pu표 물질 존재한
241
Pu가

241
Am으로 변환되어 축 된 것

으로 생각된다.즉,
241
Am(5.48MeV)과

238
Pu(5.50MeV)의 알 에 지가 거의

첩되기 때문에
238
Pu에

241
Am이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3-4-6에는 Pu동

원소의 알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Added Meas. Rec.(%) RSD(%)

tot
Pu

2.6314 2.7831 105.8 2.62

5.2628 5.1336 97.5 9.43

10.5255 10.3151 98.0 5.30

238
Pu

0.0014 0.0037 264.9 10.78

0.0028 0.0072 261.2 13.87

0.0055 0.0158 286.6 11.47

239Pu

2.3218 2.4550 105.7 2.63

4.6437 4.5280 97.5 9.43

9.2874 9.0969 97.9 5.29

240
Pu

0.3082 0.3245 105.3 2.63

0.6163 0.5985 97.1 9.43

1.2326 1.2023 97.5 5.29

Table3-4-6.CorrelationofPuamountbetweencalculationandmeasurement.

그림 3-4-6에는 Pu함량 변화에 따른 알 분 법에 의한 측정값과 계산값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그림 3-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Pu양이 10.6-2.7ng사이

에 이들 사이에 상 계수(γ2)가 0.99963,239Pu와 240Pu의 경우 상 계수가 0.99962로

나타났지만 238Pu의 경우 0.99825로 상 계수가 좋지 않게 나타났다.이것은 238Pu의

양이 무 낮고(2pg) 한 241Am에 의한 오염 때문으로 생각되며,240Pu의 경우 0.4

ng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단된다.같은 농도 범 에서 질량분석법으로 Pu동

원소를 측정한 결과를 표 3-4-7에 나타내었으며,그림 3-4-8에는 Pu농도변화에

따른 질량분석법에 의한 측정 결과에 한 상 계를 나타내었다.표 3-4-5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회수율이 100.8-98.4%로 나타났다.이때 상 계

수(γ2)가 0.999962로 좋은 직선 계를 나타내었다.표 3-4-8에는 Pu동 원소에 한

질량분석법과 알 분 법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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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8
Pu를 제외하고

239
Pu(9.3-2.3ng)와

240
Pu(1.2-0.3

ng)의 경우 두 방법 간의 차이가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농도가 낮을수록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따라서 알 질량분석법으로 Pu동 원소를 측정할 경우 10%

이하의 오차를 상할 수 있다.
238
Pu의 경우는 앞에서 언 한 이유 때문에 높은 편

차(160-180%)를 보이고 있다.

Isotope Measurement,Pu/ng

238
Pu 0.00556 0.00276 0.00136

239
Pu 9.35804 4.64341 2.28393

240
Pu 1.24202 0.61628 0.30313

241
Pu 0.09996 0.04960 0.02440

242
Pu 0.01943 0.00964 0.00474

Meas.(tot) 10.725±0.175 5.322 2.618

Certi.(tot) 10.644 5.322 2.661

Rec(%) 100.76 99.99 98.37

Table3-4-7.MeasurementofPuamountinPuO2 standard material(NBL-122)by

IDMSusing
242
Puasaspike.

Isotope MS Alpha Diff(%) MS Alpha Diff(%) MS Alpha Diff(%)

added 10.644 5.322 2.661

238
Pu 0.0056 0.0158 184.41 0.0028 0.0072 161.24 0.0014 0.0037 169.29

239Pu 9.3580 9.0969 -2.79 4.6434 4.5280 -2.49 2.2839 2.4550 7.49

240Pu 1.2420 1.2023 -3.20 0.6163 0.5985 -2.89 0.3031 0.3245 7.04

241
Pu (0.1000) -   (0.0496) -   (0.0244) -  

242
Pu (0.0194) -   (0.0096) -   (0.0047) -  

Meas.

Rec.(%)

10.606

(100.8)

10.315 -2.74  5.263

(100.0)

5.134 -2.45  2.588

(98.4)

2.783 7.53 

Table3-4-8.ComparisonofPuamountbetweenmassandalphaspectrometry(unit: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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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IMS에 의한
238
U보정법을 용한

238
Pu정량기술 개발

(가)
238
Pu측정에 미치는 우라늄 바탕값

질량분석에 사용되는 늄 필라멘트는 일반고순도와 고순도 필라멘트(zone

refined)로 구분하여 사용한다.본 실험에서 두 종류의 늄 필라멘트를 사용하

여 루토늄 동 원소비
238
Pu측정에서 나타나는 동 원소,

238
U의 향을 알아

보기 해 SEM 검출기를 이용하여 우라늄과 루토늄 질량범 (m/z:230∼

242)를 스 닝 하고 그림 3-4-9에 나타내었다.불순물로 들어있는 우라늄을 측정

한 결과 두 종류의 필라멘트에서 모두 질량(m/z):238에 향을 미치는 피크

가 나타났으며 이들은 우라늄뿐만 아니라 가벼운 알칼리 속원소들의 클러스터

납산화물(PbO2)형태로 추정되는 피크들로 U Pu동 원소비 측정에

향을 수 있다.참고로 납산화물에 한 특성을 표 3-4-9에 나타내었다.

Table3-4-9.EffectofleaddioxideonthemeasurementofUandPuisotopes

Polyatomicions Abundance% Mass Isotopes Mass

206
Pb

16
O2 24.0 237.9643

238
Pu 238.0508

207
Pb

16
O2 22.0 238.9657

239
Pu 239.0522

208
Pb

16
O2 52.1 239.9665

240
Pu 240.0538

고순도 늄 필라멘트를 <10
-7
torr에서 약 2000

o
C로 2시간 이상 탈가스

(degassing)시켜 부분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었으나 일반고순도 늄 필라

멘트는 5시간 이상 탈가스시켜도 약 3pg-U이 없어지지 않고 측정되었다.본

실험을 통해 루토늄 동 원소 측정에서 우라늄 동 원소 향을 없애기 해

서는 고순도 필라멘트를 탈가스 시킨 후 사용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루

토늄 동 원소 국제 비교시험(REIMEP-16)시료에 한
238
Pu측정에서 탈가스한

필라멘트와 탈가스를 시키지 않은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결과를 표 3-4-10에 나타내었다.

REIMEP-16 루토늄 시료에 들어있는
238
Pu/

239
Pu비가 6.6×10

-5
범 에 있는

극히 작은 값으로 정 한 실험을 한다하여도 사용되는 필라멘트,시약, 자,질량분

석기의 소스오염 등으로 정확한 값을 얻기가 쉽지 않다.필라멘트를 탈가스 하여

측정한 결과 다른 시료에 비해 기 값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국제비교시

험 시료로 고순도의 엄격한 시료 리와 세심한 실험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38
U을 보정을 하여 얻은 결과는 기 값과 0.3%정도 차이를 보 지만 보

정하지 않을 때에는 1% 가까운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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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9.Massscanningfortheuranium and plutonium massregion

(m/z,2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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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4-10.Comparisonof
238
Pu/

239
Puusingnondegassing,degassingRefilament

andcorrectionwith233UspikefortheREIMEP-16samples

Sample Referencevalue
Nondegassing

filament

Degassing

filament
238Ucorrection

A 0.00006696 0.000675133 0.000067015 0.000067010

B 0.00006615 0.000385352 0.000066685 0.000066355

C 0.00006551 0.000089857 0.000065971 0.000065656

D 0.00006504 0.000111103 0.000065753 0.000065253

(나)우라늄과 루토늄의 질량분석 특성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분리한 루토늄에 우라늄
233
U 스 이크(IRMM-040a)를

섞어
233
U/

239
Pu

238
U/

239
Pu의 비를 측정한 결과 그림 3-4-10-(a),(b)에 나타낸

것처럼 우라늄이 시간에 따라 차 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루토늄

과 우라늄의 물리화학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다.그러나

그림 3-4-10-(c)에서와 같이 우라늄 동 원소가 없는 루토늄만의
241/239

(Pu/Pu)

측정에서는 시간에 따른 비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
235
U 농축도가 4.0%인 우라늄용액에 루토늄(NBL,CRM No.122)용액을 섞

은 다음 필라멘트 온도를 조 하여 우라늄 속이온(
235
U
+
,
238
U
+
)과 산화우라늄이온

(
235
U
16
O
+
,
238
U
16
O
+
)질량 역을 스 닝한 결과를 그림 3-4-11에 나타내었다.그 결과

이온화필라멘트 류 4.0A와 증발필라멘트 류 1.5A에서 속이온(
235
U
+
,
238
U
+
,

239
Pu
+
,
240
Pu
+
)피크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산화우라늄이온(

235
U
16
O
+
,
238
U
16
O
+
)피크는

크게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루토늄의 경우에는 류 5.5A의 이온화필라멘트와 류 2.0A의 증발필라

멘트에서 속이온(
239
Pu
+
,
240
Pu
+
)의 피크는 나타나지만 산화 루토늄이온(

239
Pu
16
O
+
,

240
Pu
16
O
+
)의 피크는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그림 3-4-12에 나타내었다.

따라서 우라늄 동 원소 비(238/233)측정은 필라멘트 온도를 낮게 하여 산화우라늄

이온으로 측정하고 스 이크 에 들어있는
238
U 비를 기 값(referencevalue)과 비

교함으로서 실험 분리되지 않은 우라늄이나 혹은 불순물로 혼입될 수 있는 우라

늄 동 원소 향을 알 수 있게 된다. 루토늄은 산화 우라늄이온을 측정할 때보다

온도를 높여 속이온 상태로
233
U을 포함한 루토늄 동 원소비를 동시에 측정하고

233
U 값으로부터

238
U 값을 알 수 있으므로 우라늄과 루토늄의 합으로부터 얻어지

는
238
Pu/

239
Pu측정값에서

238
U 향을 빼 으로 순수

238
Pu값만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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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1.Comparisonoftheionpeak
235
U
+
,
238
U
+
and

235
U
16
O
+
,
238
U
16
O
+
forthe

235
U

4% enrichedUO2Pellet(ioni.fil4.0A,eva.fil.1.5A).

Fig.3-4-12.Comparisonoftheionpeak
239
Pu
+
,
240
Pu
+
and

239
Pu
16
O
+
,
240
Pu
16
O
+
forthe

NBL,CRM No.122,PuO2(ioni.fil5.5A,eva.fil.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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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루토늄동 원소 측정에 미치는 우라늄 동 원소 향 보정

233
U 스 이크 에는

233
U이 98.042atom%,

238
U 경우 0.8042atom%,그리고

234
U,

235
U동 원소들이 들어있으며 이의 구성을 표 3-4-11에 나타내었다.

Table3-4-11.Uranium isotopiccompositionofspike(IRMM-040a)

Uisotopes Mole% Mass% Uncertainty

233 98.0429 98.0201 ±0.0059

234 0.9146 0.9183 ±0.0002

235 0.2142 0.2160 ±0.0055

236 0.0241 0.0244 ±0.0003

238 0.8042 0.8212 ±0.0020

한 NBL,CRM,No122에 하여
238
Pu의 반감기를 87.74년으로 용하고 붕

괴상수 식(N=Noe-
λt)을 사용하여 동 원소비를 계산한 값은

238
Pu:0.04254

atom %로써 실제 동 원소비 측정결과 계산값보다 약 15% 많은 0.04886이 얻어

졌으나
238
U 향을 보정한 실험결과는 0.04190으로 오히려 1.5% 작게 나온 결과

를 보 다.이에 한 결과를 표 3-4-12에 나타내었다.

Table3-4-12.Thechangesofisotopiccompositionof238Pu dependonradioactive
decaytimefortheNBL,CRM No.122(PuO2)andcorrectedvalue

1 Jan.1985
(Certi.values)

20Aug.2011
(Calc.values)

20Aug.2011
(Mean.values)

20Aug.2011
(
238
Ucorr.values)

Isotopes Atom% Atom% Atom% Atom%

238
Pu 0.0521 0.04254 0.04886 0.04190

성자 흡수체 함유 사용후핵연료(UO2-Gd2O3,)를 상으로 하여 연소도 측정을

해 우라늄, 루토늄 네오디늄을 각각 분리하고 질량분석법으로 동 원소비

와 동 원소희석법으로 정량하 다.아래 표 3-4-13에 이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분

리한 루토늄에 하여
238
Pu측정값,

238
U을 보정한 결과,그리고 알 분 분석

법에 의한 측정값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238
U을 보정하지 않은 값은 보정한 값

에 비해 약 30% 정도 높은 값을 보 으며
238
U를 보정한 값과 알 분 분석의

차이는 8.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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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ope
Atom%

measuredvalue
238
Ucorrectedvalue α-spectrometry

Pu-238 1.254 0.959 0.837

Table3-4-13.Isotopiccomposition ofthePu-238separated from theUO2-Gd2O3
spentfuelsamplemeasuredvalueandcorrection

238Pu측정값은 1.254at%이다.238U 보정 실험값은 0.959at%에 비해 약 30%

정도의 큰 차이를 보 으며 알 분 분석법에 의한 측정값과 TIMS측정 보정값과

의 차이는 약 12%이었다.238/239Pu로부터 측정된 값 에는 233U 스 이크 에 들어

있는 238U과 바탕값으로 들어있는 238U,그리고 238Pu이 포함된 값이다.따라서 233U ,

239Pu 238U을 동시에 측정하여 얻어진 238Pu의 류세기(mV)로부터 우라늄이 향

을 미친 값을 빼주는 방법으로 보정하 으며 이를 그림 3-4-13에 나타내었다.

다.248Cm 추 자에 의한 Cm 동 원소 정량법 검증

1)개요

사용후핵연료 Am과 Cm 동 원소(
242
Cm

244
Cm)를 정량하기 하여

243
Am을 추

자로 사용하 다.이것은 Am과 Cm이 화학 으로 유사한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가능

하지만,이에 한 신뢰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243
Am 추 자 신에

248
Cm을

추 자로 사용하여 Cm 동 원소를 정량하 으며,두 조건에서 구한 Cm 동 원소 값을

상호 비교하 다.

2)실험

가)
248
Cm 표 용액 (tracer)

248
Cm 표 용액은

248
Cm 이외에

246
Cm(5.4386MeV)이 다량 존재하여 이것이

241
Am

(5.48MeV)정량에 간섭 향을 다.따라서
248
Cm을 추 자로 사용하 을 경우

241
Am

정량이 불가능하 다.

나)실험과정

241Am과 244Cm 혼합 표 용액을 만든 후 2개의 시료를 취한다.한 곳(1)에는

243Am 추 자를 가하고 241Am 244Cm을 동시에 정량한다.다른 한 곳(2)에는

248Cm 추 자를 가하고 244Cm만을 정량한다.시료를 취한 후 착과정을 거쳐

알 분 법으로 각 핵종을 구하 다.두 종류의 추 자를 사용하여 각각 구한

244Cm을 상호 비교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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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3.Differenceofintensityofthe238U+238
Puand

238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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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표 3-4-14에는
243
Am과

248
Cm 추 자를 각각 사용하여 구한

244
Cm 값을 나타

내었는데 두 추 자 간의 차이가 7% 이내에서 일치하 다.그리고 각각의 추

자의 경우 측정편차가 모두 4% 이내로 좋은 정 성을 보 다.

tracer

meas.no

244Cm,Bq
diff.(%)

243Am tracer 248Cm tracer

1 13.01 12.17

2 11.87 12.20

3 - 11.48

4 12.21 11.31

5 12.75 11.38

6 - 11.14

aver. 12.46 11.61 7.06

1S 0.52 0.46 0.60

RSD.(%) 4.15 3.93

Table 3-4-14.Comparison of
244
Cm measurements using two different

tracersof
243
Am and

248
Cm.

표 3-4-15에는 두 종류의 추 자를 사용하여 구한 241Am과 244Cm의 알 방사능

에 한 raw data를 각각 나타내었다.248Cm 추 자를 사용한 경우 246Cm이

241Am과 겹치기 때문에 241Am은 구하지 못하고 244Cm만을 측정하 다.그림

3-4-14과 그림 3-4-15에 각각의 경우 측정된 알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결과

로부터 알 분 법으로 Am과 Cm 동 원소를 동시에 정량할 경우 248Cm과

243Am 추 자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243Am만 사용하여도 가능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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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no nuclide add(Bq) cts time(s) cps Bq

Cm3-1

243
Am 12.635 1987 3600 0.552

241
Am 8.34 3744 3600 1.040 23.81

244
Cm 8.568 2046 3600 0.568 13.01

Cm3-2

243
Am 12.635 3589 5000 0.718

241
Am 8.34 2352 5000 0.470 8.28

244
Cm 8.568 3371 5000 0.674 11.87

Cm3-3

243Am 12.635 3061 5000 0.612
241Am 8.34 2040 5000 0.408 8.42
244
Cm 8.568 3251 5000 0.650 13.42

Cm3-4

243
Am 12.635 3339 5000 0.668

241
Am 8.34 2039 5000 0.408 8.42

244
Cm 8.568 2959 5000 0.592 12.21

Cm3-5

243
Am 12.635 3187 5000 0.637

241
Am 8.34 2018 5000 0.404 8.33

244
Cm 8.568 3090 5000 0.618 12.75

Cm3-6

243Am 12.635 3585 5000 0.717
241Am 8.34 2053 5000 0.411 8.47
244
Cm 8.568 3312 5000 0.662 13.67

Cm8-1

248
Cm 13.668 5160 5000 1.032

244
Cm 8.568 4593 5000 0.919 12.17

Cm8-2

248
Cm 13.668 4699 5000 0.940

244
Cm 8.568 4194 5000 0.839 12.20

Cm8-3

248
Cm 13.668 3662 5000 0.732

244
Cm 8.568 3077 5000 0.615 11.48

Cm8-4

248Cm 13.668 3340 5000 0.668
244Cm 8.568 2763 5000 0.553 11.31

Cm8-5

248
Cm 13.668 3600 5000 0.720

244
Cm 8.568 2997 5000 0.599 11.38

Cm8-6

248
Cm 13.668 4237 5000 0.847

244
Cm 8.568 3452 5000 0.690 11.14

Table3-4-15.Raw dataof
244
Cm measuredbyusing

243
Am and

248
Cm asthe

tracers,respectively.



- 576 -

0 2000 4000 6000

0

20

40

60

80

100

120

140

241
Am

FWHM
64.48KeV

244
Cm

FWHM
64.16KeV

 

 
C

o
u
n
ts

Channel

243
Am

FWHM
60.54KeV

Fig.3-4-14.Alphaspectrum of
243
Am,

241
Am and

244
Cm using

243
Am tracer

(12.635Bq).



- 577 -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244
Cm

FWHM
61.17KeV

246
Cm

FWHM
64.9KeV

241
Am

FWHM
30.8KeV248

Cm
FWHM
62.9KeV

 

 

C
o

u
n
ts

Channel

Fig.3-4-15.Alphaspectrum of
248
Cm,

246
Cm,

241
Am and

244
Cm using

248
Cm

tracer(13.668Bq). 



- 578 -

3.고연소 사용후핵연료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생산

가.서론

앞서 검증된 각 동 원소의 측정법을 바탕으로 고연소 사용후핵연료 Np,

Pu,Am Cm 동 원소를 알 분 법 질량분석법으로 정량하여 이들 핵종

에 한 선원항 자료를 얻고자 하 다.이온교환수지와 HDEHP추출크로마토그

래피[1-1]를 이용하여 이들 원소를 분리한 후 알 분 법으로 각 핵종을 정량하

다.측정된 이들 선원항 자료는 Origen-2code[1-2]에 의한 계산값과 상호 비교하

여 평가하 다.이들 악티나이드 핵종의 측정자료는 사용후핵연료 생성된 핵

종의 함량을 측하는 산코드 개발에 이용될 수 있으며 아울러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수송 장 등에 용되는 연소이득 (burn-upcredit)계산에도 활용

될 수 있다.

나.실험

악티나이드 동 원소 정량에 사용한 핵연료는 표 3-4-14에 나타낸 것과 같이

235
U 의 기농도가 4.2-4.5% 이고 연소도가 35.6-62.0GWd/tU인 울진 2호기 연

료 3개 (K23P05), 2호기 연료 2개 (P14N05) 4호기 연료 4개

(J502D16 /J502A14),그리고
235
U 기농도가 4.5%이고 연소도가 33.2-53.96

GWD/MtU인 2호기 시료 2개 (P14P17) 4호기 시료 2개

(J502R13/J502C16)등 총 13개의 고연소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1단계 연구기

간에 수행하 다.이 시료의 핵연료방출 후 성분원소 측정시간까지의 냉각시간이

2.2-7.1년이었다.시료 일정량을 Hotcell내에서 용해하여 U 농도가 225-277μ

g/g(표 3-4-16(상)) 263.9-478.3μg/g(표 3-4-16( ))되는 용액을 만든 후

이 용액 일정량을 로 박스로 옮긴 후 희석하여 사용하 다.

2단계에는 사용후핵연료 시료로 표 3-4-16(하)에서와 같이 연소도 16.7~59.0

GWd/MtU의 울진 3호기 고리 3호기 시편 6개를 사용하 다.시료용액을 무

게 베이스로 2회 희석하여(약 300배)표 3-4-10에서와 같이 우라늄 농도가 약 1μ

g/mL되게 하 다.0.1mL의 희석용액을 취한 후 Pu,Am Cm의 동 원소를

그리고 0.5mL의 1차 희석용액(약 20μgU/mL)을 취하여 Np을 각각 정량하 다.

분리 정량은 음이온교환수지법(BioRadAG 1×8,100∼200meshsize)으로

Pu과 Np을 그리고 음이온교환수지법 HDEHP추출크로마토그래피로 Am과

Cm를 각각 분리한 후 일 분 분석법으로
238
Pu,

241
Am,

242
Cm

244
Cm을 측정

하 으며
239
Pu,

240
Pu,

241
Pu,

242
Pu

237
Np을 질량분석법(IDMS)으로 측정하 다.

이때 추 자로
242
Pu과

243
Am을 각각 사용하여 회수율을 구하 다.측정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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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원소의 함량은 Origen2 산코드에 의한 계산값과 비교하여 평가하 다.

Symbol Sample
235
Uin.

(wt.%)

BU

(GWd/tU)

Coolingtime

(y)

SFsolution

(μgU/g)

SF-1 K23P05(5) 4.2 54.65 7.09 252.9

SF-2 K23P05(11) 4.2 53.87 6.31 277.2

SF-3 K23P05(17) 4.2 35.56 6.34 224.8

SF-4 J502D16(2) 4.5 52.53 2.12 231.0

SF-5 J502D16(4) 4.5 44.16 2.16 248.4

SF-6 J502A14(2) 4.5 52.69 2.19 234.0

SF-7 J502A14(4) 4.5 51.29 2.21 236.8

SF-8 P14N05(3) 4.5 54.74 2.64 237.1

SF-9 P14N05(6) 4.5 62.0 2.67 228.6

Table3-4-16.Spentfuelsamplesusedforthedeterminationoftheactinideelements.

Sample
 235Uini.

(wt.%)

BU

(GWd/tU)

Irradiation,

(day)

coolingtime

(y)

SFsolution

(μgU/g)

P14P17(1) 4.495 33.212 1416 3.9 263.930

P14P17(2) 4.495 40.915 1416 3.9 295.642

J502R13 4.49 49.335 1438 4.1 478.278

J502C16 4.49 53.963 1438 4.1 386.693

Samples
235Uini.
wt%

BU
(GWd/tU)

Irradiation,
day

Coolingtime
(y)

SFsolution

(μgU/g)

HA03C03(2) 4.49 58.1 1406 3.4 315.6

HA03C03(7) 4.49 57.4 1406 3.4 334.3

HA03A14(3) 4.49 59.0 1406 3.4 295.8

S41C13(3) 4.51 16.7 1425 3.2 216.0

S41C13(10) 4.51 55.9 1425 3.2 236.1

S41C13(13) 4.51 19.0 1425 3.2 259.7

Samples GWd/tU
235
U,wt% *μg/g-soln

Dilutionratio
g/g

Dil.solution
μgU/mL

HA03C03(2) 58.1 4.49 315.6 286.4 1.020

HA03C03(7) 57.4 4.49 334.3 288.6 1.015

HA03A14(3) 59.0 4.49 295.8 289.6 0.932

S41C13(3) 16.7 4.51 181.5 288.0 0.630

S41C13(10) 55.9 4.51 215.7 287.5 0.750

S41C13(13) 19.0 4.51 220.7 286.7 0.770

Table3-4-17.Sampledilution

*:mothersolution



- 580 -

1)Pu동 원소 정량

1단계에는 알 분 법으로 Pu동 원소(
238
Pu,

239
Pu

240
Pu)를 그리고 질량분

석법으로
241
Pu

242
Pu를 정량하 고 2단계 연구에서는 분리된 Pu은 착 후

238
Pu은 알 분 법으로 그리고

239
Pu,

240
Pu,

241
Pu

242
Pu는 질량분석법으로 각

각 정량하 다.소량의 시료용액(∼0.1μgU)에 2.258Bq의
242
Pu를 추 자로 첨

가하 다.그림 3-4-16의 분리과정에 따라 음이온교환수지(AGMP-1,100-200

meshsize,4mm×40mm)에 9M HCl-0.1M HNO3매질의 시료를 흡착한 후

같은 매질의 용액으로 분리 을 충분히 세척하 다.9M HCl-0.1M HI용리액

12 mL로 Pu을 Pu(III)로 환원하여 용리하 다.이때 일차로 6 mL의 9 M

HCl-0.1M HI를 통과시킨 후 2시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9M HCl-0.1M HI6

mL를 통과시켜 Pu를 Pu(III)상태로 완 히 환원시켰다.분리된 Pu은 황산염 매

질에서 착한 후 알 분 법으로 5.5MeV (
238
Pu),5.16MeV (

239
Pu/

240
Pu)

4.9MeV(
242
Pu)의 알 에 지를 각각 측정하 으며(그림 3-4-17),이때

239
Pu와

240
Pu의 알 에 지가 분리되지 않고 첩되는데 이것은 질량분석법으로 동 원

소 비를 측정한 후 개별 핵종의 방사능 함량을 구하 다.그리고 동 원소희석

질량분석법으로 Pu총량을 정량한 후 각 동 원소 비를 측정하여 각 동 원소

함량을 구하 다.
238
Pu,

239
Pu

240
Pu는 알 분 법으로,그리고

241
Pu과

242
Pu는

질량분석법으로 정량하 다.

2)
237
Np정량

Spike첨가법을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
237
Np을 정량하 다.사용후핵연료

시료 일정량(0.1mgU)을 2개 취하여 1개 시료("sample")는 그 로 사용하고,다

른 1개 시료("spikedsample")에는 약 60Bq의
239
Np(

243
Am)를 spike로 첨가하

다.그림 3-4-16의 분리과정에 따라 음이온교환수지 분리 (AGMP-1,100-200

meshsize,4mm×40mm)에 시료를 흡착한 후 Pu를 분리하여 제거한 후 4M

HCl12 mL를 통과시켜 Np을 분리하 다.분리된 Np은 황산염 (0.1 M

NaHSO3-0.53M Na2SO4)매질에서 착하여
239
Np

237
Np은 감마분 법 알

분 법으로 각각 측정하 다.
239
Np은 반감기(2.35day)가 짧기 때문에 빠른 시

간 내에 측정하 다.
239
Np의 여러 개의 감마에 지 상 인 분지 비

(branching ratio) 에 지 세기가 큰 두개의 감마에 지(228.07Kev/277.86

Kev)를 선택하 다.측정된
239
Np

237
Np값은 앞의 계식 (1)에 입하여 시

료
237
Np을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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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olution  
+ tracers/spike Tracer/spike : 243Am(239Np), 242Pu

REDOX

AG 1 –x 8 column(50x5.5mm) : Pu, Np, U sorbed

241Am/243Am
244Cm, REE,   

FPs

Pu
242Pu

4M HCl 6 mL

0.1M HCl 3mL : U(VI) elution

Purification

237Np
239Np

- 14M HNO3 1mL, evaporate 3 times
- 12M HCl evaporate

- dissolve in 6M HCl 1 mL, evaporate to dryness
- 3 mL of 0.05M HN2OH.HCl-0.1M HCl
- standard for more than 1 h : Pu(IV), Np(IV), U(VI)
- evaporate to dryness

- Dissolve in  9M HCl-0.1M HNO3 3 mL and loading 

- wash twice with 9M HCl-0.1M HNO3 q mL
- 9M HCl-0.1M HNO3 3 mL
- 9M HCl-0.1M HNO3-0.01M HF 3 mL
- 12M HC 1 mL x 3 

9M HCl-0.1M HI 6 mL

Standard for more than 3 h

9M HCl-0.1M HI 6 mL : Pu(III) elution

Stand for overnight

4M HCl 6 mL : Np(IV) elution

U

Alpha SpectrometryElectrodeposition

Pu/237Np

Sample solution  
+ tracers/spike Tracer/spike : 243Am(239Np), 242Pu

REDOX

AG 1 –x 8 column(50x5.5mm) : Pu, Np, U sorbed

241Am/243Am
244Cm, REE,   

FPs

Pu
242Pu

4M HCl 6 mL

0.1M HCl 3mL : U(VI) elution

Purification

237Np
239Np

- 14M HNO3 1mL, evaporate 3 times
- 12M HCl evaporate

- dissolve in 6M HCl 1 mL, evaporate to dryness
- 3 mL of 0.05M HN2OH.HCl-0.1M HCl
- standard for more than 1 h : Pu(IV), Np(IV), U(VI)
- evaporate to dryness

- Dissolve in  9M HCl-0.1M HNO3 3 mL and loading 

- wash twice with 9M HCl-0.1M HNO3 q mL
- 9M HCl-0.1M HNO3 3 mL
- 9M HCl-0.1M HNO3-0.01M HF 3 mL
- 12M HC 1 mL x 3 

9M HCl-0.1M HI 6 mL

Standard for more than 3 h

9M HCl-0.1M HI 6 mL : Pu(III) elution

Stand for overnight

4M HCl 6 mL : Np(IV) elution

U

Alpha SpectrometryElectrodeposition

Pu/237Np

Fig.3-4-16.Separationschemefortransuranicelementsinspentnuclearfuel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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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8에
237
Np의 알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237
Np피크는 매우 작고,

Pu동 원소(
239+240

Pu
238
Pu)의 피크가 상 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이것은

Np분리 시 Pu이 완 히 제거되지 않고 불순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한

237
Np의 반감기(2.14×10

6
y)가

238
Pu(86.4y)에 비하여 상 으로 매우 길어 방사

능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향후
235
Np 는

236
Np과 같은 추 자

(tracer)를 사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237
Np을 정량하는 방법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

다.그림 3-4-19 3-4-20에는 각각
239
Npspike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첨가한

경우의 감마스펙트럼을 각각 나타내었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9
Npspike

를 첨가한 경우(그림 3-4-20)
239
Np의 피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3)Am Cm 동 원소 정량

그림 3-4-16의 음이온교환수지에서 Am과 Cm은 핵분열생성물질과 함께 흡착

되지 않고 용출된다.용출된 Am Cm 시료를 진한 질산으로 증발 건조시킨

후 2차로 HDEHP분리 을 사용하여 순수하게 분리하 다(그림 3-4-21).0.1M

HNO3 매질에서 HDEHP분리 에 시료를 흡착한 다음 0.05M DTPA/0.5M

lacticacid용리액으로 Am과 Cm을 분리하 다.분리된 Am과 Cm은 혼산처리

법(H2SO4-HNO3 -HClO4)으로 유기성분을 괴한 다음 황산염 매질에서 착한

후 알 분 법으로
241
Am (5.48MeV),

244
Cm (5,81MeV)

242
Cm(6.11MeV)을

각각 정량하 다.
243
Am(5.28MeV)을 추 자로 사용하여 Am과 Cm의 회수율을

보정하 다.
241
Am,

244
Cm

242
Cm를 정량하기 하여 15Bq의

243
Am(추 자)을

소량의 시료(∼0.1μgU)에 첨가하 다.그림 3-4-14,15에 Am과 Cm의 알 스펙

트럼을 나타내었다.

다.결과 논의

고연소 사용후핵연료 악티나이드 동 원소를 알 분 법으로 정량하 다.

즉,사용후핵연료 시료
238
Pu,

239
Pu,

240
Pu,

241
Pu,

242
Pu,

237
Np,

241
Am,

242
Cm

244
Cm 의 함량을 구하 다.그리고 같은 측정 조건에서 Origen-2code에 의한 계

산값을 구한 다음 표 3-4-18에 나타내어 비교 평가하 다.

1)Pu동 원소 선원항

표 3-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8
Pu의 측정값은 0.274-0.584μg/mgU,

239
Pu는

5.36-7.05μg/mgU,
240
Pu는 2.69-3.55μg/mgU의 분포를 각각 나타났다.그리고

Origen-2code에 의한 계산값과 비교한 결과
238
Pu의 경우 반 으로 측정값이

계산값보다 높게 나타났다.즉,
238
Pu는 10.5%∼50.3% 분포로서 평균 24.5±21.8%

정도 측정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239
Pu는 -18.9%∼17.2% 분포에서 평균

-3.2±11.7%로서 측정치와 계산치가 거의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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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8.Alphaspectru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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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porate down to 0.05 ~ 0.1 mL
- Transform to nitrate form with c-HNO3

- dissolve with 1 mL 6M HNO3
- Wait for one night

1mL 6M HN O3x 3times 
2 mL 6M HNO3

3 mL 0.15M oxalic acid/0.01M HN O3 x 5 times

Mo, Zr

HDEHP Extraction Column : 4mmf x  48 mmH(II)
Amberlite XAD-XVI(100~200 mesh)

- Evaporate down to 0.1 mL
- Dissolve with 0.2 mL 1M HNO3 wait for one night
- Add 1.8 mL 0.01M HNO3

1 mL 0.1M HNO3

2 mL 0.1 M HNO3

1 mL 0.001M HNO3

3 mL 0.05M DTPA/0.5M Lactic acid(pH 3.0) x 2 times
2 mL 6M HNO3 and 3 mL 6M HNO3 in series

Alpha-Spectrrmetry

Electrodeposition

HDEHP Extraction Column : 4mmf x  80 mmH(I)
Amberlite XAD-XVI(100~200 mesh)

241Am/243Am
244Cm, REE,

FPs

241Am
243Am,244Cm,

REE, Ba,Sr,
Cs,Cd

Ba, Sr, 
Cd

241Am
243Am
244Cm

REE

241Am/243Am, 244Cm

- Evaporate down to 0.05 ~ 0.1 mL
- Transform to nitrate form with c-HNO3

- dissolve with 1 mL 6M HNO3
- Wait for one night

1mL 6M HN O3x 3times 
2 mL 6M HNO3

3 mL 0.15M oxalic acid/0.01M HN O3 x 5 times

Mo, Zr

HDEHP Extraction Column : 4mmf x  48 mmH(II)
Amberlite XAD-XVI(100~200 mesh)

- Evaporate down to 0.1 mL
- Dissolve with 0.2 mL 1M HNO3 wait for one night
- Add 1.8 mL 0.01M HNO3

1 mL 0.1M HNO3

2 mL 0.1 M HNO3

1 mL 0.001M HNO3

3 mL 0.05M DTPA/0.5M Lactic acid(pH 3.0) x 2 times
2 mL 6M HNO3 and 3 mL 6M HNO3 in series

Alpha-Spectrrmetry

Electrodeposition

HDEHP Extraction Column : 4mmf x  80 mmH(I)
Amberlite XAD-XVI(100~200 mesh)

241Am/243Am
244Cm, REE,

FPs

241Am
243Am,244Cm,

REE, Ba,Sr,
Cs,Cd

Ba, Sr, 
Cd

241Am
243Am
244Cm

REE

241Am/243Am, 244Cm

Fig.3-4-21.Separation ofAm and Cm from fission productsin spentnuclearfuel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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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uclide 238Pu 239Pu 240Pu 241Am 242Cm 244Cm 237Np

K23P05(5)

측정값(m) 0.5193 5.4669 3.3062 0.5908 0.000005 0.2287 1.1000

계산값(c) 0.4398 6.3332 3.0161 0.6494 0.000004 0.1135 0.9120

100(m-c)/m 15.31 (15.85) 8.77 (9.93) 22.48 50.37 17.09

K23P05(11) 

 

측정값(m) 0.5598 6.0002 3.5398 0.7444 0.000006 0.2977 1.6450

계산값(c) 0.4049 6.2373 2.9864 0.5759 0.000005 0.1100 0.8928

100(m-c)/m 27.66 (3.95) 15.64 22.63 11.56 63.04 45.73

K23P05(17) 

측정값(m) 0.2742 7.0482 2.8106 0.6411 0.000007 0.0554 0.4510

계산값(c) 0.1573 5.8397 2.1987 0.4255 0.000004 0.0138 0.5224

100(m-c)/m 42.62 17.15 21.77 33.63 50.11 75.07 (15.85)

J502D16(2) 

측정값(m) 0.5844 6.4680 3.5463 0.3605 0.001887 0.2661 0.5267

계산값(c) 0.3823 6.2268 2.8932 0.2541 0.000985 0.0944 0.8756

100(m-c)/m 34.58 3.73 18.41 29.52 47.81 64.50 (66.23)

J502D16(4)

측정값(m) 0.5179 6.2328 3.2792 1.0926 0.001791 0.2283 0.3487

계산값(c) 0.2574 6.0490 2.5695 0.2307 0.000729 0.0394 0.7017

100(m-c)/m 50.31 2.95 21.64 78.89 59.33 82.75 (101.22)

J502A14(2)

측정값(m) 0.5344 5.7668 3.1454 0.4276 0.001833 0.2699 0.6709

계산값(c) 0.3849 6.2288 2.8983 0.2544 0.000990 0.0958 0.8788

100(m-c)/m 27.98 (8.01) 7.86 40.51 46.01 64.49 (30.99)

J502A14(4)

측정값(m) 0.5584 6.6009 3.5429 0.5905 0.001859 0.2661 2.9501

계산값(c) 0.3631 6.2102 2.8534 0.2516 0.000949 0.0842 0.8513

100(m-c)/m 34.98 5.92 19.46 57.39 48.92 68.37 71.14

P14N05(3)

측정값(m) 0.4902 5.6015 2.9290 0.4571 0.000585 0.1837 0.9305

계산값(c) 0.4388 6.2747 2.9535 0.2990 0.000465 0.1123 0.9378

100(m-c)/m 10.47 (12.02) (0.84) 34.58 20.50 38.86 (0.79)

P14N05(6)

측정값(m) 0.4717 5.3623 2.6903 0.3578 0.000681 0.2422 0.8130

계산값(c) 0.5819 6.3777 3.1426 0.3120 0.000550 0.1993 1.0838

100(m-c)/m (23.39) (18.94) (16.81) 12.79 19.26 17.70 (33.31)

Av.±1S(%)100(m-c)/m
24.5±

21.8

-3.2±

11.7

10.7±

12.8

33.3±

25.3

36.2±

17.5

58.4±

19.9

-12.7±

53.6

Table3-4-18.ComparisonoftheTRU databetweenmeasurementsandcalculationsfor

thespentfuelsamples(unit:ug/mgU).

표 3-4-16(상)의 핵연료의 경우
240
Pu는 -16.8%∼21.8%의 분포로서 평균

10.7±12.8% 정도 높은 측정값을 나타났다.이들 핵종에 한 측정값과 계산값 간

의 상 계를 그림 3-4-22,3-4-23,3-4-24에 각각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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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2.Correlationof
238
Pubetweenmeasurementsandcalculationsinspentfuel

samples.Calculations:Origen-2code,(top)circles:SF-1∼SF-3(coolingtimeof6.3-7.1

y)and reversetriangles:SF-4∼SF-9(coolingtimeof2.12-2.67y);(middle)circles:

J502R13,J502C16,P14P17(1)andP14P17(2)(coolingtimeof4.1y);(bottom)circles:

HA03CO3(2),HA03CO3(7),A14(3),S41C13(3),S41C13(10),S41C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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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3.Correlationof239Pubetweenmeasurementsandcalculationsinspentfuel

samples.Calculations:Origen-2code,(top)circles:SF-1∼SF-3(coolingtimeof6.3-7.1

y),reversetriangles:SF-4∼SF-9(coolingtimeof2.12-2.67y);(middle)circles:J502R13,

J502C16, P14P17(1) and P14P17(2) (cooling time of 4.1 y); (bottom) circles:

HA03CO3(2),HA03CO3(7),A14(3),reversetriangles:S41C13(3),S41C13(10),S41C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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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4.Correlationof
240
Pu betweenmeasurementsand calculationsinspentfuel

samples.Calculations:Origen-2code,(top)circles:SF-1∼SF-3(coolingtimeof6.3-7.1y),

reverse triangles:SF-4∼SF-9 (cooling time of2.12-2.67 y);(middle)circles:J502R13,

J502C16,P14P17(1)and P14P17(2)(cooling time of4.1 y);(bottom)HA03CO3(2),

HA03CO3(7),A14(3),S41C13(3),S41C13(10),S41C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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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림 3-4-22,23,24의 (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종류의 냉각시간(2.2y

6.3y)을 갖는 핵연료에 해 각각 다른 Origen-2code의 계산값을 비교하

다.본 연구에 사용한 사용후핵연료 시료의 냉각시간은 모두 Origen-2code계산

에 사용한 두 냉각시간 (2.2y-6.3y)사이에 분포되어 있다.그리고 표 3-4-19에

는 표 3-4-16( )에 나타난 4개의 핵연료에 한 Pu핵종인
238
Pu,

239
Pu,

240
Pu,

241
Pu

242
Pu의 측정값과 계산값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계산값에 한 측정값

의 비(m/c)가
238
Pu은 1.0-1.4,

239
Pu는 0.9-1.3,

240
Pu은 1.0-1.1,

241
Pu는 1.0-1.27

242
Pu는 1.1-1.27로 각각 나타났다.즉,측정값이 계산값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10-40%).그림 3-4-22,23,24의 ( )과 그림 3-4-25,26의 (상)에 이들 핵종에

한 연소도에 따른 계산값과 측정값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Sample nuclide
238
Pu

239
Pu

240
Pu

241
Pu

242
Pu

241
Am

242
Cm

244
Cm

P14P17(1)

측정값(m) 0.180 6.265 2.179 1.200 0.398 - 0.000086 0.0333

계산값(c) 0.125 5.663 2.005 1.027 0.313 0.263 0.000029 0.0087

m/c 1.437 1.106 1.087 1.168 1.270 - 3.028247 3.8301

100(m-c)/m 30.40 9.60 7.99 14.42 21.28 97.76 66.98 73.89

P14P17(2)

측정값(m) 0.309 7.701 2.761 1.584 0.586 0.449 0.000050 0.0488

계산값(c) 0.214 5.941 2.413 1.309 0.533 0.327 0.000045 0.0256

m/c 1.442 1.296 1.145 1.210 1.100 1.376 1.122943 1.9069

100(m-c)/m 30.65 22.85 12.63 17.33 9.11 27.30 10.95 47.56

J502R13

측정값(m) 0.357 5.532 2.701 1.546 0.973 0.419 0.000044 0.0974

계산값(c) 0.338 6.185 2.733 1.500 0.825 0.399 0.000048 0.0641

m/c 1.054 0.894 0.988 1.031 1.180 1.050 0.908730 1.5178

100(m-c)/m 5.11 (11.80) (1.17) 2.96 15.24 4.73 (10.04) 34.12

J502C16

측정값(m) 0.458 5.704 2.922 2.034 1.172 0.934 0.000064 0.1625

계산값(c) 0.417 6.288 2.866 1.602 0.999 0.424 0.000055 0.0988

m/c 1.10 0.91 1.02 1.27 1.17 2.20 1.15 1.64

100(m-c)/m 9.02 (10.23) 1.94 21.26 14.76 54.64 13.31 39.20

Table3-4-19.ComparisonoftheTRU databetweenmeasurementsandcalculationsfor

thespentfuelsamples(unit:μg/mgU).

표 3-4-20에는 표 3-4-19(하)의 시료에 한 Pu함량 Origen-2 산코드에

의한 계산값을 각각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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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4-20.Comparisonbetweenmeasurementsandcalculations(unit:μg/mgU)

Sample m/c　
238
Pu

239
Pu

240
Pu

241
Pu

242
Pu

241
Am

242
Cm

244
Cm

237
Np

HA03

C03(2)

cal 0.4711 6.3097 3.0914 1.7267 1.1406 0.37210.0001720.1472

meas.0.5533 6.2129 3.5150 1.4899 1.1827 0.45350.0001210.2026

m/c 1.17 0.98 1.14 0.86 1.04 1.22 0.71 1.38

HA03

C03(7)

cal 0.4594 6.2936 3.0728 1.7162 1.1144 0.37050.0001690.1397

meas.0.5356 6.0718 3.3537 1.6442 1.2212 0.43580.0001680.1887

m/c 1.17 0.96 1.09 0.96 1.10 1.18 0.99 1.35

HA03

A14(3)

cal 0.4865 6.3309 3.1148 1.7400 1.1752 0.37400.0001760.1575

meas.0.5579 6.4255 3.4989 1.5978 1.2563 0.45200.0001730.2143

m/c 1.15 1.01 1.12 0.92 1.07 1.21 0.99 1.36

S41C13

(10)

cal. 0.4117 6.3221 2.9868 1.7054 1.0701 0.34270.0002320.1204 1.065

meas.0.4120 6.4894 3.4328 1.9122 1.3284 0.32850.0002920.1996 1.064

m/c 1.00 1.03 1.15 1.12 1.24 0.96 1.26 1.66 1.00

고연소

(m/c)　

aver. 1.12 1.00 1.13 0.97 1.11 1.14 0.99 1.44 1.00

1σ 0.08 0.03 0.02 0.11 0.09 0.12 0.23 0.15 0.01

S41C13

(3)

cal. 0.0203 4.4057 0.9376 0.3176 0.0408 0.08860.0000020.0001 0.163

meas.0.0389 5.3712 2.0715 0.9315 0.3249 0.13720.0000740.0077 0.152

m/c 1.92 1.22 2.21 2.93 7.96 1.55 32.80 93.48 0.93

S41C13

(13)

cal. 0.0284 4.6794 1.1003 0.4143 0.0617 0.10950.0000080.0004 0.201

meas.0.0807 5.7901 2.3785 1.1288 0.4317 0.19840.0001150.0157 0.255

m/c 2.84 1.24 2.16 2.72 6.99 1.81 14.35 38.98 1.27

연소

(m/c)　

aver. 2.38 1.23 2.19 2.83 7.48 1.68 23.58 66.23 1.10

1σ 0.65 0.01 0.03 0.15 0.68 0.19 13.05 38.54 0.24

표 3-4-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된 Pu핵종의 함량은 시료(연소도)에 따라 각

각 다음과 같이 울진 3호기 고리 3호기 핵연료 시료 악티나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238Pu:0.039~0.56,239Pu:5.37~6.49,240Pu:2.07~3.52, 241Pu:

0.93~1.91,242Pu :0.32~1.33 μg/mgU 이었다.그러나 고연소 핵연료(55.9~59.0

GWd/MtU)의 경우 측정값(m)과 Origen-2 산코드에 의한 계산값(c)을 비교한

결과(m/c) 238Pu은 1.12±0.08, 239Pu :1.00±0.03, 240Pu :1.13±0.02 241Pu :

0.97±0.09그리고 242Pu는 1.11±0.09의 값을 각각 보 다.즉,고연소 핵연료의 경

우 m/c의 평균값은 0.97~1.13으로 측정값과 계산값이 잘 일치하 지만 연소

(16.7~19.0GWd/MtU)의 경우에는 m/c값이 1.23~7.48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낮은 연소도의 경우 바탕값 오염 는 부정확한 계산값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3-4-22,23,24의 (하)와 그림 3-4-25,26의 (하)에 이들 핵종에

한 연소도에 따른 계산값과 측정값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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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5.Correlationof241Pubetweenmeasurementsandcalculationinspent
fuelsamples.Calculation:Origen-2code,(top)CirclesJ502R13,J502C16,P14P17(1)

and P14P17(2) (cooling time of 4.1 y); (bottom) Samples:HA03CO3(2),

HA03CO3(7),A14(3),S41C13(3),S41C13(10),S41C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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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6.Correlation of242Pu between measurementsand calculation in spentfuel

samples.Calculation:Origen-2 code,(top)circles:J502R13,J502C16,P14P17(1)and

P14P17(2)(cooling time of4.1 y);(bottom)Samples:HA03CO3(2),HA03CO3(7),A14(3),

S41C13(3),S41C13(10),S41C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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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7
Np동 원소 선원항

표 3-4-17에
237
Np의 측정값과 계산값을 각각 나타내었다.

237
Np의 측정값은

0.35-1.1μg/mgU로서 Origen-2code에 의한 계산값과 비교한 결과 -66.2%∼

101.2%의 넓은 분포를 보 으며 평균 -12.7±53.6% 정도 측정값이 계산값 보다

낮은 값을 보 다.표 3-4-16(하)의 시료에 한 측정결과는
237
Np이 0.152~1.064,

μg/mgU 이고 측정값과 계산값을 비교한 m/c값이 0.93~1.27(1.07±0.18)로 나

타났다.
237
Np의 측정값과 계산값 간의 상 계를 그림 3-4-27에 나타내었다.

3)Am Cm 동 원소 선원항

Am과 Cm은 음이온교환수지 분리 에서 흡착되지 않고 용출되므로 핵분열생

성물과 함께 용출된 Am과 Cm 용액을 진한 HNO3으로 증발 건조시킨 후 다시

그림 3-4-28의 HDEHP추출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Am과 Cm을 선택 으로

함께 분리하 다.분리된 Am과 Cm은 황산염 매질의 착용액에서 착시킨 다

음 알 분 분석법으로
241
Am,

242
Cm

244
Cm을 각각 정량하 다.그림 3-4-29

에 고리 3호기 시료(S41C13-10)를 사용하여 얻은 Am과 Cm의 알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표 3-4-16(상)의 핵연료 내
241
Am의 경우 측정값은 0.36-1.09μg/mgU이었으

며, 계산값보다 측정값이 -9.9%-78.9%까지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평균

33.3±25.3%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표 3-4-18).그림 3-4-30(상)에 측정값과 계산

값의 상 계를 표시하 는데,냉각시간이 각각 다른 두 경우를 보면 냉각시간

이 긴 (7.1y)핵연료가 냉각시간이 짧은 (2.2y)것 보다
241
Am의 생성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즉,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241
Pu로부터

241
Am이 생성되어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리고 표 3-4-16( )의 핵연료에 한 Am과 Cm의 측정

값을 표 3-4-19에 나타내었는데,
241
Am의 경우 측정값이 계산값 보다 1.0-2.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그림 3-4-30( )에 연소도에 따른
241
Am의 상 계를 나타

내었다.표 3-4-16(하)의 핵연료의 경우,
241
Am:0.089~0.45로 고연소 핵연료

(55.9~59.0GWd/tU)의 경우에는 Origen-2 산코드에 의한 계산값과 측정값을

비교(m/c)한 결과
241
Am은 1.14±0.12로 측정값과 계산값이 잘 일치하고 있으나,

연소(16.7~19GWd/MtU)의 경우 측정값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이 경우 역시

앞의 Pu경우와 같이 바탕값에 향을 미치는 오염 는 Origen2 산코드의

부정확한 입력 자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3-4-30(하)에 연소도에 따른

이들 핵종의 측정값과 계산값의 상 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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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7.Correlationof237Npbetweenmeasurementsandcalculationsinspentfuel

samples.Calculations:Origen-2code,(top)circles:SF-1∼SF-3(coolingtimeof6.3-7.1y),

reversetriangles:SF-4∼SF-9(cooling timeof2.12-2.67y);(bottom)circles:S41C13(3),

S41C13(10),S41C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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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8.Separation procedureofAm and Cm from fission productsin

spentnuclearfuel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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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9.Alphaspectrum ofAm andCm.Sample:

S41C13(10),countingtime:5000sec,243Am(tracer):

29.896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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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0.Correlationof
241
Am betweenmeasurementsandcalculationsinspentfuel

samples.Calculations:Origen-2code,(top)circles:SF-1∼SF-3(coolingtimeof6.3-7.1y),

reverse triangles:SF-4∼SF-9 (cooling time of2.12-2.67 y);(middle)circles:J502R13,

J502C16,P14P17(1) and P14P17(2) (cooling time of 4.1 y);(bottom) HA03CO3(2),

HA03CO3(7),A14(3),S41C13(3),S41C13(10),S41C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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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Cm와

244
Cm의 경우 측정값의 분포가 각각 6×10

-6
-1.9×10

-3
μg/mg U

0.06-0.3μg/mgU로 나타내었으며,이들 측정값을 Origen-2에 의한 계산 값과

비교한 결과
242
Cm의 경우 19.3%-59.3%까지 측정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36.2±17.2%의 높은 값을 보 다.
244
Cm의 경우는 측정값이 계산값 보다 평균

58.4±19.9% 높게 나타났으며 체 분포는 17.7%-82.8%의 구간을 보 다.그림

3-4-31에 이들 값의 상 계를 각각 나타내었다.표 3-4-16(상)의 핵연료는

242
Cm의 경우(그림 3-4-31)냉각시간(6.3y)이 긴 경우

242
Cm의 반감기(162.76

day)가 짧기 때문에 남아있는 양이 매우 어 연소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반면 냉각시간이 짧은(2.2y)경우 연소도 증가에 따라 생성양이 증

가하고 있다.그리고
244
Cm의 경우 반감기가 비교 길기(18.09y)때문에 냉각

시간에 따른 연소도 증가에 해 잔존하는
244
Cm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냉각시

간이 4.1y인 시료(표 3-4-16( ))의
242
Cm과

244
Cm의 측정값과 계산값의 상

계를 그림 3-4-31와 3-4-32에 나타내었다.계산값에 한 측정값의 비(m/c)가

242
Cm은 0.9-3.0,

244
Cm은 1.5-3.8로 모두 측정값이 계산값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4-16(하)의 핵연료는 Origen-2 산코드에 의한 계산값과 측정값을 비교

(m/c)한 결과
242
Cm은 0.99±0.23,

244
Cm은 1.44±0.15의 값을 보 으며 측정값과

계산값이 잘 일치하고 있으나 연소(16.7~19GWd/MtU)의 경우 측정값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Nuclide Bq/mgU Uc/mgU Uc(%) Countrate(cps)

238
Pu 354.23 ±17.71 5.13 9.50

239
Pu 12.96 ±0.76 5.86 0.36

240
Pu 28.64 ±1.68 5.86 0.79

241
Am 91.70 ±7.08 7.72 0.92

242
Cm 0.77 ±0.14 17.64 0.01

244
Cm 940.08 ±60.46 6.43 8.38

Table3-4-21.Resultofuncertaintiesevaluatedfrom TRU measurementsinspentfuel

sample(K23P05-5).

4)고연소 사용후핵연료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생산에 따른 불확도 산출

“EURACHEM/CITAC Guide”[1-3]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용후핵연료

시료 Pu,Am,Cm 등 악티나이드 핵종의 정량에 한 불확도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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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1.Correlationof
242
Cm betweenmeasurementsandcalculationsinspentfuel

samples.Calculations:Origen-2code,(top)circles:SF-1∼SF-3(coolingtimeof6.3-7.1y),

reverse triangles:SF-4∼SF-9 (cooling time of2.12-2.67 y);(middle)circles:J502R13,

J502C16,P14P17(1)andP14P17(2)(coolingtimeof4.1y);(bottom)Samples:HA03CO3(2),

HA03CO3(7),A14(3),S41C13(3),S41C13(10),S41C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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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2.Correlationof
244
Cm betweenmeasurementsandcalculationsinspentfuel

samples.Calculations:Origen-2code,(top)circles:SF-1∼SF-3(coolingtimeof6.3-7.1y),

reverse triangles:SF-4∼SF-9 (cooling time of2.12-2.67 y);(middle)circles:J502R13,

J502C16,P14P17(1)andP14P17(2)(coolingtimeof4.1y);(bottom)Samples:HA03CO3(2),

HA03CO3(7),A14(3),S41C13(3),S41C13(10),S41C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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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료 용해 희석,원소분리,알 핵종 계측,우라늄 농도측정 표 물 검

정 등 과정에 한 불확도를 측정한 결과 합성불확도가 10% 이내로 나타났

다(
242
Cm 제외,표 3-4-21참조).

라.결론

사용후핵연료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는 핵연료의 연소거동을 이해하는데 요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울러 조사핵연료의 연소도 핵종의 함량을 측하

는 code검증에 활용할 수 있다.그리고 이들 선원항 자료는 핵연료의 장,수송

등에 용되는 연소이득(burnupcredit)평가에 직 활용되고 있다.향후 고연소

사용후핵연료의 악티나이드 선원항에 한 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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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사용후핵연료 침출거동 기술 황 조사

1.연구개요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 직 처분법은 미국,캐나다,스웨덴,핀란드 스페인이

오랫동안 고려해오고 있는 고 폐기물 리방법이다.심지층 처분장은 그림

3-5-1[3-5-1]과 같이 낮은 용해도를 갖는 사용후핵연료(농축도 1～4%의 235U가 함유

되어 있는 이산화 우라늄),내부식성의 장용기, 장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벤토나

이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학 인공 방벽과 거 한 암반으로 구성된 천연의 자

연 방벽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일련의 방벽들이 사용후핵연료가 지하수에 노출되

는 것은 물론 침출된 방사성 핵종(악티나이드와 핵분열생성물)이 자연 생태계로 이

동하는 것을 막아주거나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3-5-2].따라서 특별히 고안된

장용기 안에 들어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처분될 수 백 미터 깊이의 지층 암반이 가

장 바깥쪽(outermost)방벽이 된다.한편,사용후핵연료의 장용기가 부식으로 인

하여 방벽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사용후핵연료와 할 것으로 상되는 지하수

에 한 사용후핵연료의 매질 는 매질 안에 분산되어 있는 핵종의 용해도가 사용

후핵연료의 침출을 결정하는 가장 안쪽(innermost)방벽이 될 것이다.

심지층 처분장 안정성 평가의 기본 인 핵심은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방사성 핵종

(이하 핵종)이 침출되어 자연 생태계로 이동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것을 기본개념으

로 한다.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안 하게 처분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기 해서

는 사용후핵연료 침출의 속도론 메카니즘 규명과 침출거동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사용후핵연료의 미세구조 특성 산화/환원조건 등과 같은 처분장의 다양한 요

소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본 조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용해와 침출에 련된 연구

를 수행하기 하여 기본 으로 필요한 실험장비의 구성과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와

침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에 해 알아보았다.연구에 련된 이론

인 자료 축 과 더불어 아직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한 국가 인 정책이 마련되

어 있지 않은 시 에서 향후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이 세워지면 선정된 처분장

후보지의 물리,화학 인 지질특성을 악하기만 해도 쉽게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와

침출거동을 측할 수 있도록 본격 인 연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기 함

이다.특히 산화/환원 분 기 조 이 가능한 러 박스,장기간의 침출거동 연구에

합한 침출장치 그리고 침출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차상(secondaryphase)등에

해서 이해함으로써 연구가 시작되면 곧바로 용할 수 있도록 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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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1.Schematicdesignofafinalrepositoryforspentnuclearfuelincrystalline

ba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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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침출 모델

가.침출 기화학 반응

사용후핵연료 펠렛 표면에서 UO2가 산소와 같은 산화성 화학종과 반응하면 높

은 산화상태의 U
5+

U
6+
이 생성됨과 동시에 U5f밴드에 홀(hole)이 생성되어 표

면의 기 도도가 커지게 되고 이어서 용해도가 큰 이온성 화학종(UO2
2+
)의 생

성이 증가된다[3-5-3].UO2표면에서 산화에 의한 UO2
2+
화학종의 생성은 UO2핵

연료가 용해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UO2의 용해를 기화학 용어인 부식

(corrosion) 상으로 취 하기도 한다.

UO2용해 메커니즘과 용해속도를 측할 때 용해도를 주요 인자로 보는 경우

(solubility-limitedmodel)와 표면의 기화학 반응을 주요 인자로 보는 (kinetic

corrosionmodel)두 가지 모델이 제시된 바 있다.Sunder등[3-5-4]은 용해 메커

니즘과 용해속도를 측하기 한 연구에서 실험조건에 따라 두 모델 어떤 모

델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한 기 을 제공하 으며 UO2산화에 의한 용해거동을

기화학 반응을 주요 인자로 보는 kineticcorrosionmodel을 용하여 그림

3-5-2와 같이 5단계로 표 하 다.

1단계:UO2의 표면에 UO2+x의 산화막이 형성된다.

2단계:UO2+x의 산화막에 UO2
2+
이 형성된다.그리고 UO2+x의 산화막에서

UO2
2+
로 떨어져 나가 용해된다.

3단계:지하수 성분에 따라 UO2
2+
의 착물이 형성된다.형성된 착물은 2단계의

UO2
2+
로 용해되는 과정과 4 5단계에 직 향을 수 있다.

4단계:제이차상이 형성될 수 있으며 제이차상의 형성은 핵연료 표면으로부터

상 치에 따라 용해거동에 향을 수 있다.

5단계:공학 인공 방벽(Clay,Sand등)으로 이동한다.

1 2단계의 거동은 핵연료 표면 처분장 환경의 산화/환원상태,핵연료의

매질과 표면의 물리,화학 특성에 따른 반응성 그리고 지하수의 방사분해

(radiolysis)의 향을 받는다.한편,Bruno등[3-5-5]은 solubility-limitedmodel을

용하여 UO2의 용해속도가 용해도와 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으며 산도가 증

가할수록 UO2의 용해속도가 감소하는 결과로부터 UO2의 용해속도가 표면의 OH
-

착물 형성을 통해 진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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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2.Schematicrepresentationofprocessesoccurringduringoxidative

dissolutionofUO2inageologicalv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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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화학 방법에 의한 침출연구

Shoesmith[3-5-6]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 용해과정을

기화학 부식 모델로 설정하고,여러 련 문헌들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사용후

핵연료 용해가 일어나는 양극(anodic)반응과 산화제가 환원되는 음극(cathodic)

반응의 메커니즘에 해 논의하 다.

Nicol[3-5-7]과 Needs[3-5-8]는 가장 이상 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완 히

환원분 기를 유지하는 처분장이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산화력을 보이는 조건

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제 아래 여러 산화조건에서 UO2의 용해연구를 수

행하 으며 UO2의 용해가 산화,환원의 두 반쪽반응(halfreaction),즉 UO2→

UO2
2+
+2e Ox+2e→ Red와 같은 기화학반응으로 생각할 수 있음을 제

시하 다.이러한 반쪽반응들은 통 인 기화학 방법(standard polarization

techniques)으로 비교 간단하게 연구할 수 있어서 측정한 류로부터 반응속도

를 알아 낼 수 있다[3-5-9].

처분장 환경에서 부분 산화제들의 산화/환원 (EOx/Red)는 UO2→ UO2
2+

+2e반쪽반응의 산화/환원 (EUO2/UO2
2+
)보다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측하지만,실제로 핵연료의 부식은 그림 3-5-3에서와 같이 핵연료와 처분장 환경

의 경계면에서 형성되는 부식 (corrosionpotential,ECorr)에서 발생한다.그러

나 그림 3-5-4에 나타낸 바와 같이 UO2→ U4O9,U3O7,U3O8,UO3․2H2O 반응

들의 산화/환원 가 UO2의 부식 (ECorr)보다 음의 값을 가지므로 부식

에서 동시 발생할 수 있는 U4O9,U3O7,U3O8,UO3․2H2O 상들에 의해 매우

복잡한 부식과정을 상할 수 있다[3-5-3].

그림 3-5-5는 UO2를 극으로 사용한 기화학 방법의 로써,조

(controlledpotentials)에서 정류상태의 류(steady-statecurrent)를 측정하고 부

식 까지 외삽하면 자연 인 부식조건에서 용해 류를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3-5-4].이러한 용해 류는 임의의 환경에 한 고유한 값으로 이 값을

이용하여 여러 산화조건에서 용해속도를 측할 수 있다.부식 는 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화반응인 UO2→ UO2
2+
+2e와 여러 환원반응들로 이루어

진 Ox+2e→ Red들이 균형을 보일 때 측정한 값이다.즉 부식 에서 양극

류(IA)는 음극 류(IC)와 같으며,이 류는 부식 류(ICorr)와 같다.음극 류(IC)

는 작용 가능한 모든 산화제들의 환원반응 류들의 합(IC =IC1+IC2)이며,부

식 류는 Faraday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량감소식으로 표 할 수 있다.

W/t=ICorr․Aw/nF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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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3.Relationshipbetweenpotentialswhenthesurfaceofnuclearfuelisnot

atequilibrium with itsenvironment,and an electrochemicaldriving forcefor

corrosionexists.

Fig.3-5-4.Potential-pH diagram showingtherelativestabilitiesofuranium phases

potentially stableunderfuelcorrosion conditions.Although thestability linesfor

uranium metal,carbidesandnitridesarealsoshowntheyarenotrelevanttothe

present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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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5.Plotsofsteady statedissolution currentasa function ofapplied

potentialin(1)0.1M NaClO4(pH =9.5);(2)0.1M NaClO4+0.01M NaHCO3
(pH =9.5);(3)0.1M NaClO4+0.5M NaHCO3(pH =9.3).Thesolidhorizontal

barandverticalarrowsrepresenttherangeofvaluesorsinglevaluesrecorded

forUO2corrosionpotentialinthecorrespondingO2saturatedsolutions.(ECORR)N2
showstherangeof(ECORR)valuesobservedinN2purged0.1M NaClO4(pH =

9.5)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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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6.Schematicdiagram illustratingtheelectrochemicalcouplingoftheanodicfuel

dissolutionreactiontothecathodicoxidantreductionreaction.Oxidantsmaybesupplied

from theexternalenvironmentorbytheradiolysisofwater.Theanodiccurrent(thefuel

dissolution)willbeequaltothesum oftheindividualoxidantreductioncurrents;i.e.,IA
=IC1+IC2=IC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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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에서 W는 질량감손(g),Aw는 UO2의 분자량,n은 반응에 포함된 자

의 개수,F는 Faraday상수 그리고 t는 부식시간을 나타내며 핵연료의 도,표면

과 함께 질량감손의 값을 알면 표면에서의 부식 침투속도로 변환할 수 있다.

3.침출실험 구성요소

가.사용후핵연료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종의 침출은 UO2매질의 용해도와 매질에 분산,고정되

어 있는 핵종의 치에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다.따라서 캐나다의 핵연료폐기물

리 로그램(CanadianNuclearFuelWasteManagementProgram CNFWMP)에서

는 이러한 아래 다음과 같이 사용후핵연료의 미세구조 특성에 근거한 핵종

침출모델을 제시하고 있다[3-5-10].

-사용후핵연료와 피복 사이의 틈새에 축 되어 있는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Cs I)의 빠른 침출

-사용후핵연료의 결정립계(grainboundary)로부터 핵분열생성물(Cs,I Tc)

의 침출

-사용후핵연료 결정립(grain)의 용해 결과로 결정립 안에 분산되어 있는 핵분

열생성물의 느린 침출(UO2매질의 용해율이 핵종의 침출율을 결정)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와 침출 상을 보다 잘 이해하기 해서는 사용후핵연료

매질에 분산,고정되어 있는 악티나이드와 핵분열생성물의 화학상태와 거동 그리

고 사용후핵연료의 미세구조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조사과정에서

산소 포텐셜에 의해 좌우되는 핵연료의 화학 상태는 열 도도,팽윤 용융

등과 같은 핵연료의 물리 특성에 큰 향을 받으며[3-5-11,12]다음과 같은

상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한 특성을 나타낸다.

-핵분열생성물의 함량은 조사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핵연료의 산소/ 속비[O/M(U+Pu)]와 산소 포텐셜은 연소과정 에 변한다.

-핵연료의 축방향 반경방향의 온도변화가 핵분열생성물의 이동과 열확산

을 일으킨다.

Geckeis등[3-5-11]은 사용후핵연료에 한 화학 특성을 화학분석과 열역학

으로 해석하고 다음과 같이 4개의 군으로 분류하고 이들 몇 가지 핵분열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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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산화물은 비슷한 산소 포텐셜에 의해 2군과 3군 사이에서 연속 인 이

를 일으켜 핵분열과정에서 핵연료의 조성을 변화시키며 3군과 4군 사이에서도

그림 3-5-7에서와 같이 연소도에 따라 이가 일어난다고 보고한바 있다.

1군:핵분열생성기체 기타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Kr,Xe,Br,I

2군: 속침 물(metallicprecipitate)을 형성하는 핵분열생성물 -Mo,Tc,Ru,

Rh,Pd,Ag,Cd,In,Sn,Sb,Te

3군:산화침 물(oxideprecipitate)을 형성하는 핵분열생성물 -Rb,Cs,Ba,Zr,

Nb,Mo,Te

4군:핵연료 매질에 고용된 핵분열생성물 -Sr,Zr,Nb,REEs(Y,La,Ce,Pr,

Nd,Pm,Sm,Eu)

원자로에서 조사시키기 의 핵연료는 도가 크고(이론 도의 95～99%)그림

3-5-8에서와 같이 매우 미세한 결정립(3～10μm)으로 이루어져 있는 순수한 UO2

로 구성되어 있다[3-5-13].일정한 연소도가 될 때까지 조사된 핵연료에는 다양한

핵분열생성물이 생성되는데 이들 많은 양이 UO2매질에 용해되지 않고 결정

립 내부 는 결정립계에서 침 을 형성한다.이 침 에는 1군으로 분류된 비활

성 가스인 Xe과 Kr이 들어 있으며 Cs과 I그리고 2군으로 분류되는 Ru,Tc

Mo같은 속 핵분열생성물의 일부는 휘발하기도 한다. 한 희토류 원소 U

의 성자 포획에 의해 생성되는 Pu Am과 같은 악티나이드들은 UO2격자

안으로 치환되기도 한다.800～1,400℃의 고온에서 조사하는 동안 많은 불용성

핵종들이 결정립에서 나와 결정립계로 확산된다.비활성 가스와 휘발성 핵종인

Cs과 I 의 일부는 결정립계에 축 되며 결정립계와 펠렛의 갈라진 틈에서 핵

분열생성 기체에 의한 터 생성으로 인해 핵연료의 바깥 면으로 방출될 수 있

다.그림 9에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결정립계에 인 한 표 인 미세구조를 나

타내었다.나노 크기의 핵분열성 가스방울과 -ruthenium 상(Mo-Ru-Tc-Pd-Rh)입

자가 결정립을 따라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으며[3-5-14]이들은 앞에서 2군으로

분류된 속침 물을 형성하는 핵분열생성물들이다.X-선 자 분 분석법으로

CANDU 핵연료의 미세특성을 연구한 결과 결정립계에 Cs,Rb,Ba Te이 축

되어 있음을 확인한바 있으며 이 핵분열생성물들은 조사과정에서 결정립계로

부터 방출되어 핵연료와 피복 사이의 비교 차가운 틈에 축 될 수 있다.이

들은 앞에서 3군으로 분류된 산화물침 물을 형성하는 핵분열생성물들이다.

여기서 여러 핵분열생성물들이 축 되어 있는 치와 침출거동을 잠시 살펴보

면 조사과정 에 핵연료와 피복 사이로 이동한 Cs과 I는 지하수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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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신속하게 침출될 것이다.한편,결정립계 는 핵연료 매질 안에 새로

생성된 상(phase)에 몰려있는 핵분열생성물들은 UO2 핵연료의 용해 는 표면

변질에 의해 침출되거나 는 침출되지 않는다.한 로 핵분열성 기체가 있는

자리에서 결정립계 사이에 축 되어 있는 Tc은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와 무 하게

침출된다[3-5-2].이에 비해 결정립 안에 분산 고정되어 있는 부분의 악티나이

드와 핵분열생성물의 침출은 사용후핵연료의 매질인 UO2의 용해 는 변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모의 사용후핵연료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침출실험을 할 때에는 방사성 물질을 취 할 수 있는

통제된 공간과 방사성 시편의 물리,화학 특성을 평가할 수 있고 침출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핫셀,침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핵종의 양 는 화학종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장비 그리고 방사성 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된 연구원

등,일반 인 실험과 달리 연구에 용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 사용에 매우 큰

제약을 갖는다.

더구나 재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침출 상으로 실험 할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지배 인 방사선 장은 감마선 방출체가 될 것이지만 심지층에 처분된 사용후핵연

료 장용기가 손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500～1,000년 후에는 감마선 방출체가

거의 붕괴된 시 이고 알 선 방출체가 처분장의 지배 인 방사선 장이 될 것으

로 측되기 때문에[3-5-15] 재 실험에 용한 임의의 방사선 장을 표 인 실

험조건이라고 가정하여 500～1,000년 후의 침출거동을 측할 수는 없다.이와

같은 경우에 모의 사용후핵연료[SIMFUEL,Simulatedhigh-burnupUO2 fuel]를

사용하고 방사선 장의 유형과 세기를 조 할 수 있다면 침출실험에 여러 제한요

건이 많은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모의 사용후핵연료는 많은 핵분열생성물의 안정한 동 원소가 존재하는 조사된

UO2매질의 유사체이지만 방사선 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 화학 조성

과 어느 정도까지는 조사된 핵연료의 미세구조(microstructure)를 모사할 수 있다.

그러나 휘발성 핵분열생성물과 가스방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의

형상을 완 히 재생할 수는 없지만 가스방출이 크고 불용성 핵분열생성물이 속

는 세라믹 게재물(metallicorceramicinclusion)로 침 될 때의 높은 온도에서

조사된 다양한 연소도를 갖는 UO2를 제조할 수 있다[3-5-16].사용후핵연료의 물

리,화학 특성을 연구하기 하여 모의 사용후핵연료 제조에 련된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으며[3-5-17～29],본 연구 분야에서도 이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제조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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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7.Chemicalstateofthefissionproductsinoxide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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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8.SEM imageofapolishedandetchedsurfaceof6at% burnup

SIMFUELshowingequiaxedmatrixgrainsandprecipitates.

Fig.3-5-9.TransmissionelectronmicrographofspentLWRfuelwithaburnupof

45MWd/kgU.Thedarkparticlesalongthegrainboundaryare -ruthenium
(Mo-Ru-Tc-Pd-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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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사용후핵연료란 원래 AtomicEnergyofCanadaLimited(AECL)의 Chalk

River연구소에서 만든 것으로서 50 MWd/kgU의 연소도를 기 으로 독일

Karlsruhe연구소와 공동연구로 개발하 다[3-5-30～34].99.999%의 고순도 산화물

을 사용하며 만들어졌으며 표 1 2와 같은 조성을 갖는다.Ru은 Tc,Ce은 Np,

Sr은 Cs,La은 Am과 Cm,Nd는 Pr,Pm,Sm,Eu Gd그리고 U은 Pu핵종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 더 취하여 만들게 된다[3-5-35].그러나 핵분열생성기체(Kr

Xe)와 휘발성 핵분열생성물(Cs,I)은 확인되지 않는다.참고로 그림 3-5-10에 모의

사용후핵연료 제작과정을 간단히 기술하 다.

일단 모의 사용후핵연료가 만들어지면 유도 결합 라스마 원자방출분 법과

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을 사용하여 기 성분원소들의 양을 분석해야 한

다.일반 으로 계획한 규격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단지 Rh의 경우

에는 낮은 분석결과를 얻었다[3-5-36].분말에 한 침출거동을 살펴볼 경우에는

BET방법으로 입도(μm)를 측정해야 하며 일정한 크기의 펠렛을 시편으로 할 때

에는 표면 (m
2
g
-1
)을 구해야 한다.특히 펠렛 시편의 표면 크기는 침출거동에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침출실험을 수행하기 에 필수 으로 측정해야 하는

매우 요한 항목이다.

일반 으로 펠렛 시편의 표면 은 BET식을 용하여 측정된 펠렛 시편의 비

표면 과 무게의 곱으로 나타낸다.BET란 고체 시편의 표면 측정을 이론화 하

는데 기여한 Brunauer,Emmett Teller의 머리 자를 하나로 묶어 나타낸 약자

이며 표면 을 측정하는 기본 인 원리는 모의 사용후핵연료가 들어 있는 용기에

N2가스를 연속 으로 유입시킬 때 고체 표면의 동공(pore)에 N2가스 흡착에 의

해 발생하는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일반 으로 BET표면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표면 을 구할 수 있다.모의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방사성물

질은 표면 분석을 외부 분석기 에 의뢰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원의 연구로 핵

연료개발부(새빛연료과학동 소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

다.참고로 본 과제에서는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침출 ,후 일부 성분원소의 양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기술을 보유하고 있다[3-5-37～41].

다.합성 지하수

지하수 화학은 사용후핵연료 장용기의 부식율과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율

핵종의 침출율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소이다.따라서 합하다고 단되는

처분장을 선정하기 해서는 반드시 심지층으로부터 지하수를 채취하여 화학특성

을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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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e
Amount(wt%)

3at% 6at% 8at%

UO2 97.449 94.866 92.990

ZrO3 0.336 0.593 0.777

MoO3 0.356 0.720 0.980

PdO 0.147 0.434 0.652

BaCO3 0.150 0.307 0.433

Y2O3 0.040 0.060 0.075

SrO 0.223 0.406 0.531

CeO2 0.304 0.545 0.717

La2O3 0.113 0.254 0.367

RuO2 0.360 0.754 1.026

Rh2O3 0.028 0.034 0.038

Nd2O3 0.494 1.027 1.418

Table3-5-1.SIMFUELcomposition

Element
WeightratiotoU

30MWd/kgU 50MWd/kgU

Sr 1.77×10
-3

2.74×10
-3

Y 4.41×10
-4

6.46×10
-4

Zr 3.86×10-3 5.72×10-3

Mo 3.16×10-3 5.24×10-3

Ru 2.04×10-3 3.80×10-3

Rh 4.52×10-3 6.25×10-3

Pd 1.25×10
-3

2.93×10
-3

Ba 2.09×10
-3

3.68×10
-3

La 1.93×10
-3

3.08×10
-3

Ce 6.34×10
-3

8.77×10
-3

Nb 5.97×10
-2

1.00×10
-2

Table3-5-2.CompositionoftheSIMFUELpelletof30and50MWd/KgU burnup,
expressedasweightratiostoura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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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attritionballmilling

Spray-drying

Conventionalprecompaction

Granulation

Pressing

Sinteringat1700℃ for2hrinflowingH2

Fig.3-5-10.ThepreparationrouteofaSIM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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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로그램에 따라 Svartboberget, Gidea,

Fjallveden Kamlunge지역의 지하 600m 치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와 핵종침출에 민감한 요소로 작용하는 몇 가지 성분을 분석

하 으며 그 결과를 다음 표 3-5-3에 나타내었다[3-5-42].

일반 으로 심지층에서 채취한 지하수의 pH는 7～9이며 Fe(II)가 존재하므로

이 지하수들은 환원성이라고 단할 수 있다[3-5-43].용해도가 산화/환원조건에

매우 민감한 U의 경우 화강암(U;10mg/kg)과 하고 있는 지하수의 U 농도

는 일반 으로 10μg/L이하로 검출된다.표 3에 나타낸바와 같이 Eh Fe
2+
의

측정결과를 U의 농도와 비교해보면 Eh값이 작고 Fe
2+
의 농도가 클수록 용존하

는 U의 농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이것은 U의 산화상태에 따라 다른 용해도

와 련된다.따라서 U을 지하수의 산화/환원정도를 단할 수 있는 지표원소로

사용할 수 있다.S를 측정하는 이유는 스웨덴에서 잠정 으로 선택한 장용기에

채워질 물질이 Cu이기 때문이다.만약에 지하수에 황화물이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은 반응에 따라 장용기가 부식되게 된다.

2Cu+H2O+HS
-
=Cu2S+H2+OH

-
...........................(3-5-2)

지하수의 화학특성을 이해하기 하여 분석이 요구되는 원소들은 다음과 같다:

Na,K,Mg,Ca,Fe(II),Fe(total),Mn,HCO3
-
,SO4

2-
,S(total),PO4

3-
(total),F

-
,Cl

-
,

I
-
,NO3

-
,NO2

-
,NH4

+
,SiO2(total),TOC(totalorganiccarbon),투 도.특수한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은 성분과 동 원소의 양을 측정한다;Al,Sr U,Th,Ra,Rn,He,

fulvic산,humic산,
2
H,

3
H,

14
C,

13
C,

18
O,

234
U

238
U.

지하수의 화학특성을 모사한 합성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다.합성 화강암 지하

수(graniticgroundwater)는 매우 깊은 화강암반층에서 채취한 자연 지하수의 화

학성분을 모사하여 만든 합성 지하수로서 흔히 Allard등[3-5-44]에 의하여 만들

어 졌다고 해서 Allard지하수라고 부르며 농도가 조 씩 다르지만 사용후핵연료

침출연구에 범 하게 사용하고 있다.Ollila[49]가 만든 Allard합성 지하수의

화학조성은 표 3-5-4와 같으며 지하수의 환원조건을 확실히 유지시키기 해서

FeCl2를 첨가한다.NaHCO3 FeCl2는 장갑상자 내부에 산소가 완 히 제거된

후에 용해한다.무산소 분 기(anoxiccondition)를 유지시키기 해서는 기

에서 만든 Allard지하수에 N2가스를 연속 으로 통과시켜 공기를 완 히 제거

한 후 무산소 분 기를 유지하고 있는 장갑상자로 옮겨야 한다.이 지하수를 침

출연구에 사용하려면 장갑상자 안에서 평형상태에 도달하도록 어도 일주일 이

상 방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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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h

(m)
pH

HCO3
-

(mg/L)

HS-

(mg/L)

U

(μg/L)

Fe2+

(mg/L)

Eh

Calculation Measurement

Svartboberget

324 9.6 120 <0.01 <0.1 0.16 -365 -140±40

551 9.0 124 0.05 <0.2 0.32 -298 -140±20

Gidea

385 9.3 18 0.17 <0.2 0.06 -283 -160±40

596 8.9 46 - <0.1 0.4 -262 -320±20

Fjallveden

402 8.5 129 0.02 1.1±0.2 2.4 -239 -120±20

562 9.0 129 0.08 0.4±0.1 2.7 -324 -190±50

Kamlunge

375 8.7 65 <0.01 4.0±0.2 0.75 -243 -195±15

Table3-5-3.Redoxsensitiveparametersofdeepgroundwater

Mainionicspecies Concentration,mol/L

HCO
3-

2.10×10
-3

SO4
2- 9.99×10-5

Cl
-

1.97×10
-3

Si4+ 1.33×10-4

K
+

9.97×10
-5

Na+ 2.28×10-3

Ca
2+

4.48×10
-4

Mg2+ 1.77×10-4

(Fe
2+
) (5.12×10

-6
)

pH 8.2

Table3-5-4.CompositionofthesyntheticAllardgroundwater

이 외에도 모의 사용후핵연료 는 실제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담을 침출용기를

화강암으로 만들고 화강암과 평형을 이루는 합성 화강암 지하수를 만들 경우 침출

용기를 만든 모암에서 채취한 화강암을 분말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Rondinella등[3-5-29]은 화강암 분말과 증류수를 섞고 실온에서 100시간 그리고 90

℃에서 25시간 어 후 공기로 채운 용기에 넣고 단단히 한 다음 15개월

동안 평형에 이르도록 하 다. 정분석을 한 HCO3
-
를 제외한 모든 이온종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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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하 다.표 3-5-5에 비교를 하여 자연 지하수와 함

께 이온종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Mainionicspecies
Concentration,mg/L

Syntheticgraniticwater Naturalgroundwater

Na
+

2.0 10～100

K
+

1.4 1～5

Mg
2+

1.2 1～10

Ca2+ 12.6 10～40

F
-

3.3 0.5～5

Cl
-

2.5 4～15

SO4
2- 6.9 0.5～15

NH4
+

0.2 -

NO3
-

0.8 -

HCO3
-

40 90～275

pH ～7.95 7～9

Table3-5-5.CompositionandpH ofsyntheticgraniticwater:mainspecies

라.산화/환원 분 기가 조 되는 장갑상자

장갑상자란 어떤 물질을 외부와 분리된 분 기에서 다룰 수 있도록 고안된

폐된 기구를 총칭하며 일반 으로 방사성 물질과 같이 험한 물질을 다룰 수 있

는 것과 N2 는 Ar가스와 같이 매우 순수한 비활성 가스 분 기에서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나 어 분류할 수 있다.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침출거동을 조사하기 해서는 비활성 분 기를

유지할 수 있는 장갑상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펠렛 시편을 사용하

고자 할 때에는 에서 기술한 두 가지 목 외에 연구자가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사선 차폐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비

활성 분 기를 유지할 수 있는 장갑상자에 해서만 기술하고자 한다.

산소와 수분이 없는 순수한 환경,즉 비활성 분 기를 유지시키기 해서는 산

소 는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일련의 가스 정제장치를 통하여 장갑상자 내부로

N2 는 Ar가스가 연속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산소는 가열된 Cu 속이

충 되어 있는 실린더 모양의 가스 정제장치 내부로 N2 는 Ar가스를 통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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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제거할 수 있다.Cu 속 충 은 Cu 속이 가열된 상태에서 내부로 H2

와 N2혼합가스를 통과시켜 재생하면 연속 인 재사용이 가능하다.이 때 내에

서 생성된 물은 역시 과량의 H2와 N2혼합가스를 통과시켜 장갑상자 외부로 배

출시키기도 하지만 보통 분자체(molecularsieve)를 사용하여 제거하기도 한다.실

험조건에 따라 분자체를 가스 정제장치의 앞 는 뒤에 설치할 수 있으며 Cu

속과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장갑상자에 설치되어 있는 장갑을 통하여 산소

와 수분이 장갑상자 내부로 확산되는 문제는 N2 는 Ar가스로 충 되어 있는

장갑상자의 내압을 외압보다 높게 유지시키면 해결할 수 있다. 한 이 게 함으

로서 장갑 는 장갑상자에 생긴 미세한 구멍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공기가 유입

되는 것을 막아 수도 있다.산소가 없는 비활성 분 기의 장갑상자에서는 다

음과 같은 측정이 가능하다[3-5-45].

-산소량

-이산화탄소량

-용액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HCO3
-

CO3
2-
의 양

-pH

-Redox

1ppm 이하의 산소량 측정이 가능하며 Cu충 을 재생하는 동안에는 일시

으로 산소의 양이 1ppm 이상으로 증가하기도 한다. 한 장갑상자가 정상

으로 운 되고 있을 때 이산화탄소는 검출되지 않는다.한편 침출거동 연구를 하

기 해서는 침출용기의 마개를 단단히 고정시킴으로써 장갑상자 내부의 산소량

과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반등하는 교란을 방지할 수 있다.다음 그림 3-5-11은

내부를 무산소 조건으로 조 할 수 있는 장갑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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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11.AgloveboxavailablefortheleachingexperimentofSIM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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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침출실험법

가.정 침출법(staticleachingtest)

1)Batchreplenishmenttechnique

합성 지하수가 들어 있는 여러 개의 침출용기를 비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

한 후 다음과 같은 차에 따라 차례로 펠렛 시편을 옮겨 가면서 침출시킨 다음

침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원소들을 정량하여 침출거동을 평가할 수 있다

[3-5-42]. 본 차는 표 화된 자료가 아니므로 실험 조건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침출거동을 평가할 수 있다.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장갑상자 안에서 어도 1주일 이상 미리 평형시킨

100mL의 지하수( 는 합성 지하수)가 들어 있는 100mL 용량의 Scott

Duran 라스크에 담근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펠렛을 꺼내어 새로운 지하수가 들어 있는 라스

크에 넣는다.

- 기에는 지하수를 자주 바꾸어서 침출시키지만 차 침출시간을 증가시키

고 침출율이 거의 같아질 때까지 연속 으로 침출시킨다.

-일정한 침출시간이 지나면 펠렛을 꺼내고 곧 pH와 Eh그리고 침출액에 함

유되어 있는 U과 나머지 성분원소들의 함량을 측정한다.

- 장갑상자 안에서 3～4 mm의 한외막 거르게(ultrafiltration membrane,

DiafloXM50,Amicon)를 사용하여 나머지 용액을 거른 후 거른 액의 pH를

측정하고 U과 성분원소의 함량을 측정한다.

-최종 으로 라스크 내의 침출액을 제거한 다음 하루 동안 진한 질산

(Supurapure)과 시켜서 라스크 벽에 흡착되어 있는 성분원소들을 탈

착시켜 분석한다.

2)Batchtechnique

펠렛 시편을 1L의 합성 지하수가 들어 있는 폴리에틸 용기에 넣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100 mL씩 침출액을 꺼내어 50 mm 규격의 막 거르게

(membranefilter)로 거른 다음 거른 액의 pH와 Eh그리고 성분원소의 양을 측

정한다[3-5-38].

3)침출결과의 처리

서로 다른 침출조건( 를 들면 성분원소의 농도가 다른 지하수,서로 다른 산

화/환원 분 기 등)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비교하기 해서는 침출 상의 시료

즉 펠렛 시편의 매질인 U을 기 으로 침출결과를 정규화 시켜야 하며 된 성

분원소들의 농도를 얻기 해서는 미량 성분원소와 매질인 U의 농도를 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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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실험조건에서 측정한 미량 성분원소들의 농도를 침

출실험 에 펠렛 시편을 분석하여 얻은 각 성분원소들의 몰 분율을 사용하여

기 양에 해 정규화 시켜야 한다.U에 한 미량 성분원소의 몰 분율을 구하

는 식은 다음과 같다.






×





...................(3-5-3)

식에서,


은 성분원소 X와 U의 무게비,


은 U과 성분원소 X의 원자량을

나타낸다.

4)정 침출법에 의한 U과 성분원소의 침출거동 연구

1) 2)의 침출실험을 통하여 얻은 펠렛 시편의 매질인 U의 침출된 양을 침

출시간에 해 그림 3-5-12에 나타내었다[3-5-45].이 자료로부터 침출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서로 다른 화학조성의 합성 지하수와 서로 다른 연소도의 펠렛 시

편으로부터 U의 침출거동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이 자료에 근거하여 얻은

U 침출율은 표 3-5-6과 같으며 침출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그리고 연소도가 커짐

에 따라 침출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 표 3-5-7에 나타낸 바와 같이

Allard합성 지하수보다 화강암과 오랜 시간 되어 있던 화강암반층의 지하

수(GW 지하수)에 침출이 더 잘되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이유는 GW 지하

수가 U과 착물을 잘 형성하는 HCO3
-의 농도가 더 크기 때문으로 단된다.

각각 다른 침출조건에서 얻은 미량 성분원소들의 침출거동을 비교하기 해서

는 매질인 U의 침출량을 기 으로 해서 미량 성분원소들의 침출된 양을 정규화

시켜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그림 3-5-13에 나타낸 결과를 보면 연소도 지하

수의 성분에 계없이 1,000시간 경과 후에는 부분의 Mo과 U의 침출율이 정

류상태(steady-state)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otalsurfacearea,m
2

Rate(mole
-1
m
-2
)

Allard
U-30 0.12 5.06×10

-11

U-50 0.12 1.01×10
-10

GW
U-30 0.12 3.67×10

-10

U-50 0.12 3.54×10
-10

Table3-5-6.Ratesofuranium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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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12.Totalmolesofuranium dissolvedinthebatchexperimentsasa

functionofthetotalelapsedtime.△ :U-50GW,□ :U-30GW,▲ :U-50

Allard,■ :U-30Allard.

Fig.13.RatioofthenormalizedreleaseratesofMotoUinthebatch

experimentsasafunctionofthetotalelapsedtime.△ :U-50GW,□ :U-30

GW,▲ :U-50Allard,■ :U-30Allard.… :dMo/d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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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Allard Graniticgroundwater(GW)

HCO3
- 1.80×10-3 2.75×10-3

Mg 1.64×10
-4

9.90×10
-3

Si 2.06×10
-4

6.13×10
-4

Ca 3.98×10-4 3.20×10-6

P 1.85×10
-3

S 2.10×10
-3

pH 8.2 7.5

Table3-5-7.Compositionofthegroundwater(mol/L)

나.동 침출법(dynamicleachingtest)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펠렛 시편을 다른 침출용기로 옮기거나 하나의 침출

용기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일정량의 침출액을 채취해야 하는 정 침출법과

달리 연동펌 로 침출용기 내부로 지하수를 연속 으로 공 하여 펠렛 시편에 함

유되어 있는 성분원소 는 핵종들을 침출시킬 수 있다.침출용기로는 스테인리

스 강 재질의 비어 있는 크로마토그래피 분리 을 동 침출 용기(flow-through

cell)로 사용할 수 있다[3-5-46].지하수에 침출된 성분원소들을 분석하기 하여

미리 정해 놓은 시간에 침출수를 채취할 수 있도록 자동화 장치를 구성할 수 있

어서 정 침출법에 비해 번거롭지 않으며 침출용기를 납으로 차폐시키면 안 하

게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취 할 수 있다.특히 침출용기로 주입되는 합성 지하수

와 같은 실험용액의 흐름속도 조 이 가능하기 때문에 U이 포화되어 제이차상

(secondaryphase)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 수 있는 장 이 있어서 비교 범

하게 용되는 침출기술이다.흐름속도를 임의로 조 할 수 있는 동 침출법

에 의한 침출거동의 를 그림 3-5-14에 나타내었다[3-5-47].

침출율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 [2-5-3].




......................(3-5-4)

식에서,R:성분 i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용해율 (mg/m
2
d)

Ci:침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 i의 농도 (mg/mL)

f:침출용기를 통과하는 합성지하수의 흐름속도 (m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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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사용후핵연료 시편의 무게 (mg)

Aspec:시편의 비표면 (m
2
/g)

 :사용후핵연료 시편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 i의 무게 (mg/mg)

한 침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한 성분원소의 분율(FIAP:fractionofinventoryin

aqueousphase)을 다음의 계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i f


................(3-5-5)

식에서 miaq와 mifuel은 각각 침출액과 사용후핵연료 시편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

원소 i의 무게를 나타낸다.한편,침출방법간의 비교를 하여 매질인 U을 기 으

로 정규화 할 수 있는 식은 다음과 같다.




.............(3-5-6)

이 방법으로 구한 사용후핵연료의 매질인 U을 기 으로 정규화 된 Sr,Cs,Np

Pu의 침출거동의 를 그림 3-5-15에 나타내었다[3-5-47].

매우 주목되는 동 침출장치의 한 를 그림 3-5-16에 나타내었다[3-5-48].스

테인리스 강의 부식을 막아 수 있도록 내부를 polyetherertherketone(PEEK)

으로 코 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 을 침출용기로 사용하 다.분리 에는 표면

을 알고 있는 0.25～0.5mm 크기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0.5g취하여 넣고 양

끝은 테 론과 PEEK 재질의 거르게로 막았으며 방사선을 차폐시키기 하여 국

부 으로 납 을 사용하 다.피스톤 펌 를 사용하여 실험용액을 침출용기에 주

입시키기 과 후에 pH Eh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극을 장착하 다.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모은 침출액의 HNO3농도가 약 1%가 되도록 미리 일정한 양

의 HNO3을 넣은 채취용기에 침출액을 모은 다음 137Cs은 감마선 분 분석기로

그리고 악티나이드와 핵분열생성물들은 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기로 정량하

도록 하 다.

다른 동 침출장치의 한 를 그림 3-5-17에 나타내었다[3-5-47].침출용기

의 용량은 70mL정도이며 사용후핵연료 시편과 교반장치가 되지 않도록 침

출용기의 심에 설치한 석 재질의 바구니 안에 2장의 50μm 규격의 거르게

를 놓고 그 사이에 사용후핵연료 시편이 놓이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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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14.Dissolutionrates(inmg/m
2
d)asafunctionoftime.

Fig.3-5-15.Fractionalreleasenormalizedtouranium vs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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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16.Schematicoverview oftheflow-throughexperimentalsetup.

Fig.3-5-17.Experimentalsetup.(a)dose pump,(b)redox

electrode,(c)pH electrode,(d)sample holder,(e)leachate

sampler,(f)waste,(g)stirring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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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톤 펌 를 사용하여 핫셀 밖에서 지하수 는 합성 지하수가 핫셀 안에 있는

침출용기 안으로 주입되도록 설계하 다.용액은 연속 으로 어주게 되어 있으

며 침출액은 연속 으로 침출용기의 상부에 설치한 깔 기 모양(공기 방울이 생

기지 않도록)의 출구를 통하여 밖으로 배출된다.펌 ,pH Eh측정장치 그리

고 교반속도 조 장치 등은 핫셀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과 연결 은 스

테인리스 강 재질로 만들어 사용하 다.실험용액의 흐름속도는 일반 으로 매우

느리지만(0.05±0.01mL/min),0.2mL/min까지 조 이 가능하도록 하 다.침출

에 유입되는 지하수의 방향은 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 합하다고 알

려져 있으나 처음에는 사용후핵연료가 들어 있는 침출 에 지하수가 아래에서

로 흐르도록 하여 침출 안에 들어 있는 공기를 제거하도록 한 후 침출용기를

다시 거꾸로 놓아서 지하수가 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여 장시간의 침출과정에서

생기는 공기방울이 사용후핵연료 시편에 직 닿지 않도록 하 다[3-5-47].

사용후핵연료 침출에 미치는 지하수 흐름속도의 향을 조사하 다.산화상태

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흐름속도를 변화시키면서 10mM의 NaHCO3(pH 9.3)를 침

출용기에 흘려 넣고 침출용액의 악티나이드 핵분열생성물의 농도를 분석하

다.그림 3-5-18에 나타낸 결과를 살펴보면
237
Np,

238
U

137
Cs의 경우 핵종에

계없이 0.02～0.3mL/min의 범 에서 침출량이 흐름속도에 반비례함을 볼 수 있

다[3-5-48].
238
U의 경우 0.02mL/min에서 침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농도는 약 2μ

g/mL이었으며 0.05mL/min에서는 약 0.75μg/mL이었다.이와 유사한 연구결과

가 Gray[3-5-49]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으며 그림 3-5-19에서와 같이 산소분압이

0.2atm 미만의 무산소 분 기에서 구한 U의 용해거동도 이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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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18.Steady-stateconditionsarecheckedbyplottingconcentrationof

dissolvedfuelcomponentsvs.theinverseflow rate.Dissolutiontestswere

performed with a 10 mM NaHCO3 (pH 9.3)solution underoxidizing

condition.

Fig.3-5-19.DependenceofU concentrationonreciprocalflow for

spentfuelgrainsin2×10
-2
M NaHCO3/Na2CO3solutionat20to25

℃ andpH 8.0to8.2.Dataareplottedfordays83to144.Theleast

squaresstraightlinedoesnotincludedataabovereciprocalflow of

15min/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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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침출조건

가.유산소 산화 조건

침출거동연구에서 자주 거론되는 유산소 조건(oxiccondition)이란 일반 실험실

의 기조건을 의미하며 침출용기에 공기를 연속 으로 불어넣어 이 조건을 재

시킬 수 있다.이 수용액에 용해되어 있는 U은 UO2
2+
로 존재하며 CO3

2-
의 농도

가 10
-3
mol/L인 지하수에서 발견되는 U의 최 농도는 10

-4
～10

-5
M 범 이며,

이 농도는 환원조건에서 U의 용해도가 약 10
-9
mol/L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용

해도가 큰 것이다[3-5-14].한편,유산소 조건에서 측정한
237
Np과

240
Pu의 농도는

10
-9
mol/L 정도이며 무산소 조건에서 측정한

237
Np과

240
Pu의 농도(< 5×10

-11

mol/L)와 비교하면 유산소 조건에서 악티나이드의 용해도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유산소 조건에서 UO2 분말과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분말을 사용하여 U,Sr

Mo Ba의 침출거동을 조사하 다[3-5-50].그림 20에 나타낸 U의 침출거동을

살펴보면 기 수 일 이내에 매우 큰 U의 용해율을 보이고 있다.이것은 유산소

조건에서만 볼 수 있는 U의 표 인 용해거동으로서 분말표면에 생성된 U(VI)

의 산화층이 신속하게 용해된 결과로 나타난다.같은 입자크기의 UO2분말에 비

해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U 용해율이 작은 이유는 모의 사용후핵연료에 첨

가한 미량의 Mo,Ba Sr에 의해서 분말표면에서 지하수와 할 U(VI)의 자

리가 감소하 기 때문이다.한편,침출액의 U 농도를 기 으로 Mo,Ba Sr의

농도비를 침출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림 3-5-21을 보면 Mo의 침출거동이 Ba Sr

과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자들은 Sr과 Ba이 UO2매질 안에 균질하게 고

정되어 있는데 비해 Mo의 경우에는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분말을 만드는 과정에

서 생긴 매우 작은 입자 내에 과량의 Mo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단하

고 있다.이러한 용해거동은 100～315μm의 더 큰 입자크기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은 용해 기에 핵분열생성물의 침출거동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다.따라서 분말보다는 펠렛 시편을 상으로 침출거동을 연구하는 것이 미량 성

분의 침출거동평가에 유용하다고 단한다.

산화 조건(oxidizingcondition)이란 약 0.2atm의 산소분압을 갖고 있는 실험실

의 기압 조건을 의미하며 이 때 용액에 용해된 산소농도는 [O2]diss=k․PO2

≒ 2.5×10
-4
mol/L이다.실험실에서의 산화 조건은 합성 지하수가 들어 있는 침

출용기를 0.2atm의 산소 분압을 갖는 기와 시켜 평형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후 가압공기 는 혼합 가스(20% O2/0.03% CO2/80% Ar)를 연속 으로

불어 넣어 만들 수 있다[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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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20.Fractionofuranium releasedasafunctionoftimeforthethree

experiments.

Fig.3-5-21.M/UratioforSr,MoandBaintheexperimentofSIM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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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와 같이 고 의 방사능을 띠는 물질의 경우에는 물의 방사분해

에 의하여 생성된 산소의 양이 평형 상태에서 약 10
-7
mol/L이므로[3-5-46]물의

방사분해에 의해 생성된 산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 양은 기의 산소농도보다

10
3
배 작은 양이기 때문에 산화 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침출거동을 연구할 때

는 물의 방사분해에 의해 생성된 산소의 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한다.

산화 조건에서 UO2는 열역학 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2≤ (O :U)≤ 3의 범

에서 몇 개의 상으로 구별이 가능하다[3-5-67,68].Pablo등[3-5-55]은 U(VI)와

U(IV)상태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X선 자분 법을 기반으로 하는 수학모

델을 개발하고 산화조건에서 침출실험을 하는 동안 UO2표면의 진 인 산화상

태 변화가 사용후핵연료 매질의 용해에 큰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조사하지 않은 UO2 펠렛의 분말(입자크기 :100～300μm,표면 :0.00113

m
2
/g)을 200mL의 실험용액(pH 8,0.01M NaClO4)에 넣고 21% O2/N2가스를

연속 으로 불어 넣어 산화 조건을 유지시키면서 X선 자분 법을 사용하여

얻은 표면의 U산화상태 변화를 나타낸 그림 3-5-22를 살펴보면 침출 첫날,U(VI)

은 격히 감소하 다가 다시 증가하 으며 침출실험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U의

산화상태는 UO2.33이 되었다.표 3-5-8의 다른 실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보면 실

험용액이 산성이든 HCO3
-
가 존재하든 표면의 산화상태는 UO2.1보다 작았다.이와

같이 침출실험 기에 펠렛 시편 표면에서 측정된 큰 U(VI)분율은 시편 표면에

확인되지 않은 U(VI)의 제이차상이 형성되었거나 시편 표면의 U(VI)자리로 해석

된다.이러한 두 개의 가정은 그림 3-5-23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침출 기에

침출액의 높은 U 농도는 U(VI)로 산화된 층이 매우 빠르게 용해된다는 것을 증

명하는 것이다.이러한 산화층은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비하거나 공기 에서

분말로 만드는 과정에서 형성된 산화층으로서 이와 같은 실험 결과는 여러 연구

에서도 확인되었다[2-5-6].Spahiu등[3-5-56]도 사용후핵연료를 장하는 동안에

산화되어 심지어는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무산소 침출조건에서도 U(VI)이 용해됨

을 확인하 다.

pH [HCO3
-],M Finalsolidsurface Methodology

4.0 0 UO2.10 batch

4.0 0 UO2.00 flow

8.0 0 UO2.25 flow

8.0 0 UO2.38 batch

8.5 0.01 UO2.08 batch

Table3-5-8.XPSresultsobtainedunderdifferentexperimental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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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22.Evolution ofU(VI)and U(IV)ratio on thesolid surface during

dissolutionexperimentsatpH =8.(1)Initial,60:40(2)2days,12:88,(3)4days,

23:77,(4)37days,38:62,(5)100days,38:62.(a)correspondstoU(IV)and(b)

correspondstoU(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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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23.Evolutionoftheuranium concentrationintheleachateversustime

fortheoxidizingleachingtests.CO2concentration;●:18%,○:9% ▼:9% ▽: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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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ien등[2-5-6]은 산화 조건에서 CO2의 농도를 0.04∼18% 범 에서 변화시키

면서 소결된 UO2를 사용하여 일련의 침출실험을 수행한 결과 그림 3-5-23에서와

같이 18%의 CO2의 분 기에서도 기 수 시간 이내에 과량의 U이 용해되고 7∼

8일 후에는 정상상태를 유지하며 정상상태에서는 CO2의 함량이 클수록 U의 용해

율이 낮음을 확인하 다.그리고 침출실험을 하지 않은 펠렛 시편의 표면 도를

러더포드 후방산란 분 법(Rutherford backscattering spectrometry)으로 비교한

결과 그림 3-5-24에서와 같이 침출실험을 한 시편의 표면 가까이에서 U의 후방산

란수율(backscatteringyield)이 감소함을 확인하 다.연구 자들은 이러한 원인이

표면에서의 산화와 용해에 의해 U의 원자 도가 감소하고 도가 작은 U화학종

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단하 다.

한편,핵종의 침출거동 연구를 한 모니터로 자주 사용하는
137
Cs,

90
Sr

99
Tc

의 침출거동을 조사하 다.
137
Cs은 기 몇 주 이내에 빠른 침출을 보이는데 소

"instantreleasefraction(IRF)"이라고 하는 빠른 용해에 의한 침출을 그림

3-5-25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것은 원자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핵연료와 피복

의 틈에 축 되어 있는
137
Cs의 빠른 용해에 의한 것이며 이후에 침출율은 격

하게 감소한다.그림 3-5-26에 나타낸
90
Sr의 침출거동을 살펴보면 기 수 주일동

안에는 일정한 침출율을 보이지만 약 10주간 지하수와 한 후에는 격히 감

소한다.침출율은 언제나
137
Cs의 침출율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99
Tc의 침출거동은 그림 3-5-27에서와 같이

137
Cs과

90
Sr과는 달리 지하수와의

시간에 무 하며 약 3년 경과한 후에는
137
Cs과

90
Sr보다 높은 침출율을 보여주고

있다.이것은
99
Tc이 다른 상태로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Tc은 Mo,Ru,Rh

Pd과 함께 속 게재물(metallicinclusion)로 존재한다]. 한
99
Tc의 침출은 아마

도 이들 게재물들의 산화가 침출을 결정하는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단되는데

단 인 를 보면 U,Pu Tc과 같이 산화/환원에 민감한 원소들의 침출율은

표 9에서와 같이 낮은 산화/환원 에서 낮은 용해도를 보인다는 것이다.이러

한 실험결과로 볼 때 Tc과 같은 속 게재물인 Mo,Ru,Rh Pd의 침출율도

산화/환원 에 민감하게 변할 것이다.Amme[3-5-57]은 사용후핵연료에 서로

다른 형태로 함유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들의 산화/환원 의 민감도에 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 다.

-Cs,Ba,Sr,Rb[이온,산화물, 는 요오드화물로 존재(Cs,Rb),낮은 용해도의

세라믹 매질로 존재(Sr,Ba)]:산화/환원에 민감하지 않음

-Ru,Rh,Pd,Mo,Tc,Te[ 속상(부분 으로는 -상)으로 존재]:산화/환원에

매우 민감함. 를 들면 Ru의 경우 산화상태가 VIII,VII,VI,V IV로 변하

고 Tc의 경우에는 VII,VI,V IV로 변한다.



- 641 -

Fig.3-5-24.ComparisonofRBSspectrabetweenunleachedandleachedUO2
samples.

Fig.3-5-25.Fractionalreleaseratesfor137Csunderoxic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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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26.Fractionalreleaseratesfor
90
Srunderoxiccondition.

Fig.3-5-27.Fractionalreleaseratesfor
99
Tcunderoxic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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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up

(MWd/kgU)
Redox

137
Cs

90
Sr

99
Tc U Pu

40.1 Oxic 7.8×10
-3

7.6×10
-4

1.1×10
-3

9.1×10
-5

8.7×10
-6

41.4 Anoxic 7.0×10
-3

2.1×10
-4

<2.1×10
-3

<2.1×10
-6

ND

43.8 Oxic 8.1×10
-3

7.5×10
-4

1.7×10
-3

9.5×10
-5

6.2×10
-6

44.9 Anoxic 7.4×10-3 1.7×10-4 <2.3×10-3 <2.2×10-6 ND

45.8 Oxic 8.1×10
-3

7.1×10
-4

7.3×10
-3

6.0×10
-5

8.4×10
-6

Table3-5-9.Comparisonofcumulativereleasefractions(1year)underoxicandanoxic

conditions.

나.무산소 환원 조건

지화학 의미로 무산소(anoxic 는 anaerobic)지하수란 완 히 산소가 없는

지하수를 의미한다(Eh:0mV).그러나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무산

소 조건이란 장갑상자 안 는 침출용기 안에 Ar이나 N2기체를 연속 으로 불

어 넣어 실 할 수 있는 침출조건을 의미하기도 한다.이런 조건에서 기 의

산소농도는 기껏해야 0.01ppm 정도이며 용액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분압은

[O2]diss=k․PO2≒ 10-9～10-11mol/L이다.실험실 경험으로 보아서 이보다 더

낮은 값을 얻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Ollila[3-5-35]는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N2가스를 사용하여 재 한 무

산소 조건에서 벳치법으로 U,Mo,Ru,Sr,Ba,La,Zr,Ce,Y,Rh,Pd Nd의

침출거동을 조사하 다.300일간 조사한 Mo,Ru,Sr Ba의 침출거동은 UO2

매질의 용해거동과 거의 일치하 으며 La,Zr Ce의 경우는 U보다 침출율이

더 컸다.참고로 그림 3-5-28 3-5-29에 Mo과 Ba의 침출거동을 나타내었다.그

림에서 M(III-A)는 Fe2+을 사용하여 유지시킨 환원분 기에서 얻은 Mo과 U의 침

출거동을 나타내며 U의 경우 환원된 분 기에서 침출율이 크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Zr과 Ba의 경우 무산소 조건과 환원 조건(reducingcondition)에

서 침출율의 두드러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환원조건이란 수소 분 기에서 침출실험을 하는 조건을 말한다.pH8에서

산화/환원 가 약 +600mV인 것에 비해서 수소와 하고 있는 용액의 산화

/환원 는 음의 결과를 갖는다.실제로 이러한 조건은 H2 매로 알려져 있는

Pt- 극표면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다.수소에 의해서 포화되어 있는 침출

액이 실온에서 사용후핵연료와 하 을 때,수소는 매가 없으면 매우 안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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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28.Normalized release rates ofMo and U as a function of

cumulativecontacttime.

Fig.3-5-29.NormalizedreleaseratesofBaandUasafunctionofcumulative

contac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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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가 들어 있는 침출용기 안의 산화/환원조건은 방사분해에 의해서 생

성된 산소뿐만 아니라 용기 안에 분산되어 있는 매우 작은 양의 산소도 측정해야

한다.그러나 사용후핵연료의 침출실험에서 용해된 수소는 침출에 큰 향을 미

치므로 산화/환원 활성자리(activesite)의 용해율이 매우 크게 감소하게 된다.이

것은 여러 방식으로 수소가 활성화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이외에도 합성 지하

수 는 실험용액이 담겨 있는 침출용기에 0.03%의 CO2를 함유하고 있는 H2혼

합가스를 연속 으로 불어 넣어 만들 수도 있다[3-5-51].이러한 조건에서 산소 농

도는 약 0.01ppm 정도이며 이것은 10
-9
～10

-10
mol/L의 용존산소에 해당된다.

고 BWR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산화조건에서 7～1083일 동안 합성 지

하수에 의한 침출거동을 뱃치법으로 조사한 연구결과[3-5-58]를 그림 3-5-30

3-5-31에 나타내었다.U과 Pu은 pH 8.1에서 매우 빠르게 침출액에 포화되었으며

이때의 농도는 각각 1～2mg/L 1μg/L이었다.Pu의 경우 100일이 경과한

후에는 빠르게 감소하 고
90
Sr의 침출율은 U,Pu,Cm,Ce,Eu Ru보다 작았

다.pH 8.1을 유지하는 합성 지하수에 매로서 Pd을 넣고 H2/Ar을 불어 넣어

환원조건이 유지되도록 하 을 때 U Pu과 같은 악티나이드 뿐만 아니라 Sr의

침출율도 표 3-5-10에서와 같이 크게 감소됨을 알 수 있다.

Radionuclide
Leaching

condition

Contacttime,d

28 28 28 56 56 56

90
Sr

Preleach 3.0 2.7 2.2 2.7 2.4 2.0

Reduction 0.13 0.10 0.73 0.11 0.09

U
Preleach 0.53 0.47 0.49 0.62 0.80 0.54

Reduction 0.03 0.04 0.09 0.08 0.08 0.08

Pu
Preleach 0.11 0.09 0.09 0.08 0.08 0.06

Reduction 0.05 0.07 0.003 0.01 0.005 0.001

Table3-5-10.Comparisonofapparentleachratevalueunderoxidizingandreducing

conditions(FIAP/d×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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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30.Measured concentrationsofuranium inleach

solutioncentrifugatedasafunctionoftime.

Fig.3-5-31.Measured concentrations ofplutonium in leach

solutioncentrifugatedasafunctionof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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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침출에 미치는 향

UO2등과 같이 반도체 특성을 갖고 있는 산화물의 침출속도를 결정하는 과정은

침출이 용이한 이온형태의 화학종(M
n+

O
2-
)을 형성하도록 하는 표면으로의 하

이동(chargetransfer) 는 어떠한 표면의 변화 과정이다.그러므로 기 도도,격

자 내 결함자리(defect)에 이온의 형성,용액의 산화/환원 (redoxpotential)들이

침출속도에 향을 주는 주요 인자들이다.특히 사용후핵연료의 매질인 UO2와 심지

층 처분장에서 하게 될 지하수 사이에서의 상호반응은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여

러 핵종의 침출을 결정하는 매우 요한 인자다.따라서 심지층 처분장에서 하

게 될 지하수 내에서의 UO2화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환원조건에서 UO2의 용해도는 매우 낮다[3-5-59,60].그러나 산화력이 있는 지하

수에 노출된다면 U(VI)의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UO2의 안정도에 큰 향을 미칠

것이다.그 로 기와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산화성을 갖고 있는 미국,네바다주

의 Yuccamountain에 있는 처분장의 지하수[3-5-59]가 만일 사용후핵연료와 하

게 된다면 사용후핵연료의 매질인 U(IV)가 용해도가 큰 U(VI)로 산화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장에서 UO2의 안정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여러 라미터들

을 상으로 UO2의 산화와 용해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많은 라미터

에서 가장 요한 것은 지하수의 산화/환원 이다.UO2가 지하수에 되면

지하수에 용해되어 있는 용존산소에 의하여 용해되기 시작하는데 이 산소의 공 처

는 기 는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 장에 의한 물의 방사분해물이다[3-5-61]. 부

분의 연구논문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의 침출거동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용해 제이차상(침 ,콜로이드 등)의 형성 등,사용후핵연료 표면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하수의 산화/환원 ,pH,용존산소의 양,무기 유기

착화제의 존재,물의 방사분해에 의해서 생성된 H2O2의 향,환원분 기에서

철 구조체의 부식에 의해 생성된 H2등의 향

-원자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recoil,확산,결정립의 성장,rim 재구성을 포함

한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 핵연료 매질 안에서 이동한 후에 고정된 핵분열생

성물의 치(표 3-5-11참조)[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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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Keyradionuclides

Uranium oxidefuel

gap

Fissiongases,volatiles(139I,137Cs,135Cs,36Cl,79Se,126Sn)
14
C(non-volatilebutpartiallysegregated)

Rim porosity Fissiongases,volatiles(
139
I,
137
Cs,

135
Cs,

36
Cl,

79
Se,

126
Sn)

Rim grains Actinides,FP(fissionproduct)

Grainboundaries
Fissiongases,volatiles(

139
I,
137
Cs,

135
Cs,

36
Cl,

79
Se,

126
Sn)

Segregatedmetals(
99
Tc,

107
Pd)

Grains Actinides,remainingFPandactivationproducts

Table3-5-11.Expected distribution ofradionuclidesinfuelassembliesand possible

modelingapproaches

가.pH Eh

처분장에서의 U 화학은 용해도와 착물 생성에 미치는 U(IV)와 U(VI)의 거동

차이에 의하여 좌우된다.그림 3-5-32에 나타낸 합성 지하수에서 U에 한 산화/

환원 pH 도표[3-5-14]를 살펴보면 성 pH 역의 환원조건에서 UO2는

열역학 으로 매우 안정하고 10-9mol/L의 매우 작은 용해도를 갖는다.한편,산

소가 존재하는 기 조건에서는 매우 낮은 산화조건에서도 비록 UO2(Uranite)가

안정한 고체상이지만 UO2
2+가 지배 인 화학종으로 존재하며 무기 유기 음이

온과 다양한 착물을 형성한다. 성에서 UO2
2+은 주로 CO32- 유기 리간드와

착물을 형성하며 산성 역에서는 PO4
3- F-과 착물을 형성한다.화강암반층에서

채취한 지하수는 성과 약염기의 pH를 유지하며 일반 으로 PO3
3- F-의 농도

가 매우 작기 때문에 주로 CO3
2-과 착물을 형성한다.U과의 착물 안정도 상수가

매우 큰 CO3
2-의 농도가 10-3mol/L인 유산소 조건의 지하수에서 확인되는 최

U 농도는 10-4～10-5M이다.이 결과는 환원조건에서 U의 용해도가 10-9M인 것

과 비교하면 처분장의 산화/환원조건과 pH가 UO2핵연료의 용해에 미치는 향

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BWR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산화조건에서 7～1083일 동안 합성 지

하수에 넣고 뱃치법으로 침출거동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3-5-33에서와

같이 pH가 감소함에 따라 침출액의 U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5-58].이러한 결과는 표 3-5-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하수에서 U용해도를 이

론 으로 계산 는 실험 으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pH와 U의 용해도가

매우 큰 련이 있으며 한 산성 역에서 용해도의 측결과는 pH 4이상의 범

에서도 실험 으로 얻은 U농도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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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경향은 그림 3-5-34 3-5-35에서와 같이 U과 Np뿐만 아니라 Cs,

TcSr Rb과 같은 여러 핵분열생성물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3-5-51].이 핵

종들의 침출거동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침출율은 pH 7～9.3 역

에서는 pH에 무 한 거동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pH 6이하에서는 pH의 향을

크게 받음을 알 수 있으며 Forsyth[3-5-58]의 연구결과와도 거의 일치하는 거동을

보이고 있다.

pH pE U


(mole/L) U
exp

(mol/L)

4.0 9.5 1.5×10
-4

5.3×10
-5

5.0 8.5 2.7×10
-5

1.2×10
-5

6.0 7.4
7.7×10

-7
-

4.5×10-9(DI) -

7.0 6.4 3.6×10
-10
(DI) 2×10

-7a)
(DI)

Table12.Uranium solubilitiesingroundwater.Resultsofthecalculations

(DI)Calculations,deionizedwater,a)nearoratdetectionlimits

지하수의 pH는 UO2표면에 형성되는 산화층의 성질과 용해속도에 향을

다[3-5-63].pH <5인 조건에서는 표면의 산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는 그림 36의 (d),(e),(f)반응과 같이 표면의 산화과정 없이 (g),(h)반

응을 거쳐 진행된다.pH >5인 성의 조건에서는 UO2+x/UO2.33층이 형성되지

않아 산화용해 과정이 제한을 받는다.pH > 10인 조건에서는 pH에 따라

UO2+x/UO2.33층의 두께가 증가한다.그리고 5<pH <10조건에서 UO2의 용해

속도는 pH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지만 일반 으로 이 조건에서 UO2의 용해속도는

pH <5,pH >10 역에서 보다는 작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한편,강한 착화 음이온(complexinganion)을 고려하지 않은 성 염기성 조

건에서 UO2의 산화 용해 메커니즘은 그림 3-5-36에 나타낸 일련의 반응들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3-5-64].(a)에서와 같이 UO2의 표면산화 즉,UO2+x의 형성

은 -800∼-400mV의 매우 낮은 에서 일어날 수 있으나,그 범 는 일정한 넓

이,몇 개 층(monolayer)정도로 매우 제한 이다.그러나 좀 더 높은 에서는

(b),(c)를 거쳐 한 층 정도 UO2.33이 형성된다.UO2∼UO2.33의 범 에서는 산소가

fluorite격자구조 내 간극(interstitial)에 치하여 격자구조에 큰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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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32.RedoxpotentialversuspH diagramsforuranium in synthetic

groundwaterat25℃.Solid-solutionboundariesaredrawnat10-8mol/L.

Fig.3-5-33.Measuredconcentrationofuranium atdifferentpH.○ :91days

exposurein theacidicrange,14daysto3yearsatpH 8.2,● :20days

exposure,■ :exposureinDIwater,▼ :calculatedsolubilitiesforsynthetic

groundwater,▽ :calculatedsolubilityforDI-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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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34.Dissolution ratesbased onseveralspentfuel

components,forleachingunderoxidizingconditionsandin

carbonatesolutionsofdifferentpH.

Fig.3-5-35.Dissolutionratesbased on
238
U and

137
Csfor

differentpH underoxidizingandreducing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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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하수 조건에서는 (d),(e),(f)에서와 같이,UO2.33이 x > 2.33인

UOx(X=2.5,2.67,3)로의 변환은 기화학 조건에서 가능하나 매우 높은 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으며 (g),(h),(i)의 과정을 거치는 산화과정을 거칠 것이

다.어느 과정을 거치든지 x>2.33인 UOx는 fluorite격자구조를 유지할 수 없

어서 용해된다.UO2의 의미있는 산화용해는 -100mV(vs.SCE)보다 큰 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산화/환원 는 핵연료의 용해와 핵종의 침출에 향을 주는 가장 요한

라미터이다.UO2 표면에서 국부 으로 일어나는 산화/환원 변화가 UO2의

용해(부식 ,ECORR로 나타냄)에 미치는 향에 해서 그림 3-5-37에 나타내었

다[79]. 압-류법, 굴 분 학(photodeflection spectroscopy), 류 분 학

(photocurrentspectroscopy) X-선 자 분 학을 사용하여 핵연료 표면의 화

학조성과 기화학 거동 변화를 측정하 다[3-5-6,3-5-66]. 찰될만한 산화는

-450mV(vsSCE)부근에서 일어났으며 이 지 에서 핵연료 펠렛 표면에서 U(V)

의 양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450～0mV에 걸쳐 핵연료 펠렛 표면에서

U(V)/U(IV)가 증가하 으며 얇은 산화층(2～8nm)이 표면에서 형성되었다.

가 0mV이상이 되면 U(VI)이 생성되었다[3-5-64].

산화 환원조건에서 U의 침출율이 산화조건에서보다 환원조건에서 약 10
4
배

이상 크게 감소함을 볼 수 있다.그 이유는 매가 없는 실온에서 수소는 매우

안정하지만 UO2표면의 매효과로 인하여 활성화 된 수소가 환원 조건을 유지

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이러한 연구결과를 확인하기 하여 Eh가 감

소할수록 용해도가 작은 U(IV)의 분포가 증가하는 연구결과를 그림 3-5-38에

나타내었다[3-5-57].

나.물의 방사분해물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α,β γ-선은 그림 3-5-39에서와 같이 시간에

따라 선량율이 크게 변하며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에 따라 조 씩 다르겠지만 약

1,000년 후에는 감마선의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5-67].500～700m

깊이의 화강암반층에서 채취한 지하수는 부분이 환원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의 매질인 UO2는 이에 해 매우 낮은 용해도를 갖는다[3-5-68].그

러나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이온화 방사선은 지하수를 분해시켜 산화제

(OH․,H2O2,HO2․ O2)와 환원제(e
-
aq,H․ H2)를 생성시키며[3-5-69]이 때

생성된 산화제는 U(IV)을 용해도가 큰 U(VI)로 산화시켜 UO2의 용해도를 증가시

킬 수 있다.산화제 생성은 선량률(doserate)즉,사용후핵연료의 수명(fuelage),

연소도(burnup)그리고 핵연료 표면으로부터의 거리에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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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UO2 → UO2+x (monolayer) → UO2+x → UO2.33
(e) (f)

(d) UO2.5 → UO2.67 → UO3
↗

UO2.33 + (UO2
2+
)ads

↘

(g) (UO2
2+)surf → (UO2

2+)bulk
(h)

↓(i)

UO3․2H2O (ppt)

Fig.3-5-36.Schematicdiagram illustratingtheelectrochemicalcouplingoftheanodic

fueldissolutionreactiontothecathodicoxidantreductionreaction.Oxidantsmaybe

suppliedfrom theexternalenvironmentorbytheradiolysisofwater.Theanodic

current(thefueldissolution)willbeequaltothesum oftheindividualoxidant

reductioncurrents;i.e.,IA =IC1+IC2=ICORR.

Fig.3-5-37.CompositionandcorrosionbehaviourofUO2asafunction

oftheUO2corrosion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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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38.Distributionofuranium redoxstates(modelcalculation)

fornaturaluranium ingroundwateratvariousEhlevels(theU

concentration measured was 2.32×10-9 mol/L). U(V) tends to

disproportionatequicklyintoU(IV)andU(VI),thevaluesshownare

theoretical.

Fig.3-5-39.Alpha(α),beta(β),andgamma(γ)radiationdose

ratesasafunctionoftimecalculatedforwaterincontactwitha

CANDUfuelbundlewithaburn-upof721GJ×kg-1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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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방사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H2O2는 UO2에 해 산화제로 작용하며,O2에

비하여 반응속도도 상 으로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조건의 용액에

서 H2O2에 의해 UO2가 UO2.33로 산화되는 반응속도는 같은 농도의 O2에 비하여

약 200배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5-70].

1)방사선 장(radiationfield)에서 UO2용해 메커니즘과 반응속도론

UO2매질의 용해는 아래와 같은 산화반응에 의해 진행된다.

UO2(s) + OX → UO2
2+
(s) + RED ............................(3-5-7)

UO2
2+
(s) → UO2

2+
(aq) ..........................................................(3-5-8)

식에서 (3-5-7)은 UO2(s)매질의 산화과정 그리고 식 (3-5-8)은 산화된 UO2의 용해과

정을 나타낸다.




 


 .............................................(3-5-9)




  ............................................(3-5-10)

한편,식 (3-5-9)는 산화제 소모율을 그리고 식 (3-5-10)은 UO2의 산화율을 나타낸

다.k1은 산화제와 UO2펠렛 시편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속도상수이며 SA는 UO2

펠렛 시편의 표면 ,V는 용액의 부피를 나타낸다. 한 SA는 반응이 일어나는 동

안 일정하며 체 산화율은 식 (3-5-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5-11)

산화된 UO2의 용해는 순수한 물에서는 매우 느린 반응이지만 지하수에 HCO3
-
가

존재하면 U과의 수용성 착물을 형성하므로 용해도가 증가한다[3-5-71].이것은 UO2

펠렛 시편의 표면 가까이로 산화제의 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그 결과 산화율을

증가시킨다.그러나 HCO3
-
농도가 작을 경우에는 산화된 UO2의 용해과정에서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는 산화보다는 용해이다.즉,HCO3
-
농도가 1mM이하에서

UO2의 산화율은 농도에 선형 으로 좌우되지만 1mM이상의 농도에서는 농도와

상 계가 거의 없고[3-5-72]다만 UO2의 산화가 용해속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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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방사선 분해에 의해 생성된 e
-
aq는 환원제로 작용한다.용매화된 자(e

-
aq)와

수소원자가 산화된 핵연료의 표면과 반응하는 것으로 단되며 이러한 반응들의 속

도상수는 확산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그러나 용매화된 자와 수소원자의 정류상

태 농도(steady-stateconcentration)는 매우 낮다.H2의 농도는 몇 십배 더 크겠지만

반응성은 낮으며 H2에 의한 환원은 때때로 매가 존재해야 활성화 된다.

산화조건의 용해과정에서 산화제의 향은 산화제의 농도는 물론 반응속도상수에

좌우된다.UO2결정립과 분말이 들어 있는 수용액을 조사시킨 후 다양한 모의실

험을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쉽게 라디칼들이 생성되는 감마선으로 조사된

시스템에서조차 분자 산화제들이 산화 용해에 가장 큰 향을 미침이 확인되었

다.심지층 처분 조건, 를 들면 알 선 방출체에 의한 방사분해가 지배 인 시스

템에서 H2O2의 상 인 향은 99.9%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5-73].결과

으로 방사분해에 의해 생성된 H2O2는 사용후핵연료 용해율을 조사할 때 고려되어

야 하는 유일한 산화제이다.일반 으로 H2O2의 생성은 조사율과 방사선의 유형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2)핵연료 수명과 연소도의 함수로써 기하학 선량 분포

물의 방사분해에 의한 H2O2의 생성은 선량률과 방사선의 유형에 좌우된다.그림

3-5-40은 100년 냉각된 사용후핵연료(연소도:38MWd/kgU)의 기하학 선량분

포를 보여주고 있으며[3-5-74]그림 3-5-39는 CANDU 사용후핵연료 다발(연소도

721GJxkg
-1
U)과 한 물에 해 계산된 시간의 함수로써 α,β,그리고 γ선 선

량률을 보여주고 있다[3-5-1].

3)UO2의 최 용해율 계산을 한 정류상태

사용후핵연료 용해율은 UO2산화율보다 클 수 없고 H2O2의 소모율은 방사분해에

의한 H2O2의 생성율보다 클 수 없다.따라서 H2O2의 생성율은 식 (3-5-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 .............................(3-5-12)

여기서,D(χ)는 핵연료 표면에서부터 일정한 거리 χ에서의 선량률,ρ는 물의 도

G(H2O2)은 H2O2의 방사화학수율(radiationchemicalyield)을 나타낸다.H2O2와

UO2표면에서의 최 반응율은 정류상태에 해당되며 정류상태에서 H2O2의 소모율

은 H2O2의 생성율과 동일하다.정류상태의 표면농도는 식 (3-5-13)을 사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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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40.Geometricaldosedistributionforspentnuclearfuel(Age100years

andburnup38MWd/kgU)calculatedusinginventory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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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max 

.......................(3-5-13)

식에서 r은 조사된 부피(irradatedvolume)에서 H2O2의 평균 생성율,δ은 방사 최

범 (maximum rangeoftheradiation)그리고 은 H2O2와 핵연료 표면사이

에서의 반응속도상수를 나타내며 실험결과에 의하면[3-5-75]정류상태 표면농도는

매우 짧은 시간(수 분에서 수 시간)내에 도달됨이 확인되었다.정류상태 근법은

사용후핵연료 용해에 한 모의실험을 정확하게 단순화한 것이다.그러나 사용후핵

연료의 용해는 핵종들이 지하수로 침출되고 그 결과 수용액에서의 선량률은 증가하

지만 이러한 효과는 에서 기술한 정류상태에서의 식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표 3-5-13에 연소도가 다른(38과 55MWd/kgU)2개의 사용후핵연료 수명에

한 함수로써 사용후핵연료를 완 히 용해시키기 해 소요되는 시간과 최 용해율

을 나타내었다.핵종이 지하수로 침출되면 지하수의 선량율을 증가시키고 결과 으

로 수용액상에서 H2O2의 생성율도 증가된다.만약 핵종이 시스템으로부터 제거되

지 않으면 산화반응에 의한 용해가 진될 것이며 사용후핵연료를 완 히 용해하기

해 소요되는 시간은 표 3-5-13에 나타낸 결과에 비해 1%정도 감소할 것이다.하

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선량률의 증가는 H2생성율도 증가시킨다는 것이며 H2

는 산화 용해를 억제시킨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의 용해가 진되는 원인이 지하수로 핵종이 침출되어 선량율

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는 아직 없다. 한 H2O2와 UO2사이에서의 반

응은 UO2가 산화되는 에서 보면 약 80%의 H2O2가 UO2와의 산화반응에 기여

하 으며[3-5-76]나머지 20%의 H2O2는 아마도 매의 존재 아래 용질반응[용질:

H2O2를 제외한 H2 Fe(II)]에 의해서 분해되었다고 단하 다.그러므로 표

3-5-13에 나타낸 것처럼 용해율은 H2O2소모율의 80% 정도이어야 한다.

가속기로부터 고에 지 자를 이용한 비교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된

UO2의 수용액에서 산화제로서의 반응성은 조사되지 않은 UO2의 반응성보다는 다

소 높게 나타났다.따라서 용질반응에 의해서 분해된 20%의 H2O2는 어느 정도 조사

된 UO2의 가속된 반응성에 의해 보상되어진 셈이다.그러나 반응성 용질들(reactive

solutes)이 없는 시스템에서는 산화율이 H2O2생성율에 으로 좌우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사에 의한 “반응성 증가 효과”는 찰되지 않았다[3-5-75].

사용후핵연료 표면이나 수용액에서 H2O2를 소모시키는 부가반응들은 H2O2의 정

류상태 농도를 더 감소시킬 것이며 결과 으로 산화 용해율도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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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age(years) dissolutionrate(molm
-2
s
-1
)

burn-up
38MWd/kgU

maximum rateandtime
forcompletedissolution    

catalysisofH2+H2O2
(1% noblemetalparticles)

100
 × 

 

× 
×   ×  

1,000
 ×  

× 
× 

  × 
 

10,000
× 

 

× 
×   ×  

100,000
 ×  

× 
× 

  × 
 

burn-up
55MWd/kgU

maximum rateandtime
forcompletedissolution    

catalysisofH2+H2O2
(1% noblemetalparticles)

100
× 

 

× 
× 

  × 
 

1,000
 × 

 

 × 
× 

   × 
 

10,000
 × 

 

× 
× 

   × 
 

100,000
 × 

 

 × 
× 

   × 
 

Table3-5-13.Spentnuclearfueldissolutionratesandtimeforcompletedissolution

fordifferentfuelagesandburnup

4)반응성 용질의 효과

H2는 물의 방사분해 뿐만 아니라 철(사용후핵연료 장용기의 한 성분)의 무산소

성 부식(anaerobiccorrosion)과정에서도 생성된다[3-5-77].비록 낮은 온도에서 H2와

H2O2의 반응성은 매우 느리지만 큰 농도의 H2은 OH․을 H로 환시킴으로써

H2O2의 생성율에 향을 미치고 결과 으로 시스템에서 H2O2의 최종 생성율에

향을 다.그러나 H2O2의 일차 방사화학 수율인 G값에는 향을 주지는 않는

다.그 효과의 정도는 방사선의 유형에 크게 좌우되는데,물에서 방사화학의 계산

인 모의실험에 의하면 알 선의 경우 40bar정도의 H2는 H2O2의 생성율을 거의

90% 그리고 베타선은 약 20% 정도 감소시킨다.

철 부식의 경우 다음 식 (3-5-14)에서와 같이 Fe
2+
은 Fe

3+
와 OH․을 생성하는

Fenton반응에 의해 H2O2의 생성율을 감소시킨다[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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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2+
+ H2O2 → Fe

3+
+ OH․ + OH

-
...................(3-5-14)

OH․의 수명은 아주 짧고 이 반응에서 생성된 라디칼 등은 극단 으로 낮은 표

면농도로 인해 사용후핵연료 용해에 끼치는 향은 미미하다[3-5-73].그러나 이 반

응은 수용액에서 H2O2를 소모시킬 것이고 H2O2의 표면 정류상태농도를 크게 낮추

어 결과 으로 용해율도 역시 크게 낮추는 역할을 한다.이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UO2의 최 용해율은 [Fe
2+
]=1μM이라고 가정되며 표 3-5-13에 나타내었다.

한 박테리아도 많은 속이온들을 환원시키고[3-5-79]산화 용해속도를 더욱 감

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UO2산화에 미치는 표면반응 효과

사용후핵연료의 매질은 Pd,Mo,Ru,Tc그리고 Rh과 같은 핵분열생성물들로 구

성된 나노미터 크기의 속입자들을 함유하고 있다[3-5-80].소  -입자라고 부르

는 이들은 H2에 의한 환원과정에 있어서 잠재 인 매로 작용한다. 기화학 연

구에 의하면 UO2에 매로 작용하는 귀 속 입자들(noblemetalparticles)을 첨가

하면 H2와 함께 매우 낮은 부식 차(corrosionpotentials)를 보인다[3-5-64].간단

한 경쟁 반응속도론을 용하여  -입자 표면 덮힘율( -particlesurfacecoverage)

에 한 함수로써 산화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그림 3-5-41에 표면 덮힘율에 한 용

해율을 나타내었다.

Pd입자는 H2에 의한 UO2
2+
(aq)의 환원을 진시키는 매로 작용한다[3-5-81].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수용액에서 U(VI)의 농도를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UO2산화

율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입자들과 H2의 존재로 인한 주된 효과는 아마도 사용

후핵연료 표면에서 산화된 UO2의 고체상 환원이다.이런 과정과 다른 주된 환원과

정들을 그림 3-5-42에 나타내었는데 그 효과는 매우 고 계수 10이나 그 이상으로

산화율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입자 표면 덮힘율이 매우 높아야 한다[3-5-82].

 -입자 표면 덮힘율이 단지 1ppm만 되어도 100년 된(생성된 H2의 양:20barH2)

사용후핵연료의 용해를 완 히 멈추게 하는데 충분하다.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장기간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물의 방사분해에 의해 생성된 H2의 농도가 10
-5
에서

10
-4
moldm

-3
의 범 (0.01～0.1bar의 부분압력의 경우)에 있을 경우 사용후핵연료

의 용해율은 거의 0에 가까워진다[3-5-83].이것은 H2와  -입자들 사이의 반응에

한 확산지배속도상수(diffusioncontrolledrateconstant,10
-6
ms

-1
)에 기인하며 이

반응이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에 미치는 향을 좌우한다면 사용후핵연료의 산화

용해를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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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41.Relativespentnuclearfueldissolution rate(compared to the

maximum rate)asafunctionofnoblemetalnanoparticlecoverage(fractionof

totalsurfacearea)takingthecatalyticeffectonthereactionbetweenH2and

H2O2into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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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5-15)에서 rdiss는 용해율,rox는 산화율,kH2은 H2와  -입자들 사이에서의 반응

속도상수,[H2]은 H2의 농도 그리고  rel은  -입자들로 덮힌 사용후핵연료 표면의

면 분율이다.

6)침출과정에서 생성된 제이차상

산화된 UO2의 용해가 제한된 시스템에서 제이차상(secondaryphase)이 형성된다

[3-5-6].사용후핵연료 표면에서 형성된 제이차상들은 다공성이며 많은 양의 물을 함

유할 수 있다.따라서 제이차상의 동공은의 일정한 물에 존재하는 용질의 확산은 물

론 물 밖으로 용질이 근하는 것을 감소시킨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물의 방사분해

에 의해 생성된 H2O2가 표면으로 근하는 양이 작아질 것이고 결과 으로 표면에

서 UO2의 산화율이 감소하게 된다.

다.지하수 조성 (벤토나이트 화강암 침출수)

심지층 처분장의 지화학 환경은 재까지의 연구과정에서 측한 시스템보다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장용기를 넣는 암반의 채움재로서 벤토나이

트와 화강암과의 상호작용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그림 3-5-28참조).

1)지하수 성분

지하수에 함유되어 있는 음이온의 종류와 농도는 UO2의 산화용해 거동에

향을 다.UO2
2+
과 안정한 착물을 이루는 음이온은 산화용해를 가속시키는 역

할을 한다.지하수 주요한 음이온으로는 CO3
2-
/HCO3

-
,SO4

2-
,Cl

-
,F

-
H2PO4

-

들이 있으며 이 음이온들의 향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3-5-4].

Broczkowski등[3-5-84]은 사용후핵연료 장용기(canister)의 장기 부식과정에서

생성되는 수소(H2)의 핵연료에 한 산화용해 거동 연구를 수행하 다.순환 압

류법(cyclicvoltametry) 부식 의 측정에 의해,용존 수소에 의한 핵연료

표면의 부식 가 더 음의 값을 보임을 확인하 다. 한 핵연료 침 물인

백 족 속원소들은 H2→ 2H
+
+2e반응의 매제로 작용하여 수소를 산화시

키고,핵연료부식 를 낮출 수 있음을 제안하 다.

2)벤토나이트 침출수

20mm 길이로 단한 BWR사용후핵연료(연소도:42MWd/kgU;조사과정

에서 0.7% 핵분열 가스 방출)를 상으로 묽은 벤토나이트 슬러리가 사용후핵연

료의 침출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의 한 를 살펴보았다. 단한 사용후핵연

료 시편(약 16g)을 20cm
3
의 지하수 는 지하수/벤토나이트 탁액이 들어 있

는 250mL용량의 이 스 재질의 라스크에 넣고 침출시켰다. 라스크는 공

기로 채워 산화조건이 되도록 하 으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원심분리하고

분석한 후 침출된 원소들의 농도를 표 3-5-14에 나타내었다[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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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42.Elementaryprocessesofimportanceintheprocessofoxidative

dissolution.From toptobottom:(1)ConsumptionofH2O2inthebulk.(2)

Noblemetalnanoparticlecatalyzed reactionbetweenH2 and H2O2.(3)

OxidationofU(IV)andHCO3
-
facilitateddissolutionofU(VI).(4)Noble

metalnanoparticlecatalyzedsolid-phasereductionofU(VI)toU(IV)by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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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chant
Contact

time(d)
pH

Concentrations(M)

U Pu Cm Cs Sr Sb

Preleach 27 8.1 1.9×10
6
5.3×10

9
1.5×10

12
2.1×10

7
6.5×10

8
1.8×10

10

Ground

water

27

27

27

8.2

8.1

8.2

3.8×106

5.5×106

1.1×10
6

7.2×109

11.4×109

2.5×10
9

1.8×1012

0.8×1012

3.8×10
12

1.8×107

2.0×107

1.3×10
7

2.9×108

7.0×108

4.5×10
8

1.5×1010

2.0×1010

0.7×10
10

Bentonite

suspension

27

27

266

266

8.5

8.5

8.7

8.7

1.1×10
6

0.8×10
6

4.4×10
6

5.0×10
6

1.3×10
10

1.8×10
10

3.1×10
10

1.8×10
10

ND

ND

ND

5×10
14

2.6×10
9

3.1×10
9

20×10
9

15×10
9

1.4×10
10

0.2×10
10

26×10
10

7.7×10
10

1.5×10
10

1.4×10
10

8.8×10
10

8.0×10
10

Table3-5-14.Concentrationofelementsinthecentrifugates

약알칼리의 pH 범 에서 지하수와 벤토나이트 침출수에서는 낮은 침출율을 보

이고 있었으며 Cm은 검출한계 미만으로 검출되었다.사용후핵연료 용해 거동에

미치는 벤토나이트의 향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하 다.

-지하수의 화학조성은 벤토나이트의 용해에 의해 변한다.지하수에 의한 벤토

나이트 용해실험 결과 HCO3
-농도와 지하수의 pH가 모두 증가하 다[99,

100].조사하지 않은 UO2펠렛의 용해속도에 한 연구로부터 용해율은 OH-

농도와 정비례하지만[3-5-5]OH-와 HCO3
-농도의 증가는 평형상태에서 U과

Pu의 농도 증가의 원인임에 틀림이 없다.

-벤토나이트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침출된 다양한 핵종들의 흡착제로서 작용

한다.벤토나이트-지하수 탁액에는 HCO3
-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U 화학종

음이온의 uranylcarbonate가 주된 화학종일 것으로 측된다[3-5-58].Cs

과 Sr은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한편,Pu의 경우에는 성의 tetrahydroxide가

주된 화학종으로 측된다.Cs과 Sr은 sodium bentonite(MX-80)에 강하게

흡착되며[3-5-87]pH 7～9 범 의 지하수에서 Pu(IV)도 강하게 흡착된다

[3-5-88].그러므로 벤토나이트 표면에서의 흡착은 침출액에서 Pu,Cs Sr

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묽은 벤토나이트 탁액에서 U의 흡착은 carbonate착이온 형성에 의해 억제

되며 UO2매질의 두드러진 용해는 찰되지 않았다.합성 지하수에 벤토나이트

를 넣은 탁액(1.5%)을 사용하여 UO2핵연료의 용해에 한 연구의 다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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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벤토나이트의 첨가로 인한 U 농도의 큰 변화,용액화학 특성 변화 그

리고 흡착에 의한 부식의 증가 등은 찰되지 않았다.U의 농도는 벤토나이트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3±2×10
-6
M이었지만 수용액에서 검

출된 Pu의 농도는 벤토나이트에 의한 흡착으로 인해 30～40배까지 낮아졌다.

3)화강암 침출수

방사성폐기물 유리 고화체(FrenchglassR7T7)와 UO2 MOX핵연료의 침출

에 한 화강암의 향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Soxhlet추출기를 사용하는

동 침출조건에서 수행한 결과 화강암은 사용후핵연료는 물론 유리 고화체로부

터 핵분열생성물과 악티나이드의 침출율을 감소시켰다.유리 고화체의 경우 표

3-5-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Mo을 제외한 부분의 핵분열생성물들과 주요한 유

리 성분원소들의 양이 농축계수가 2배 감소함을 찰할 수 있었다[2-5-11].한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화강암의 향은 표 3-5-16 3-5-17에 나타낸바와 같이 농

축계수가 10배 는 그 이상 감소함이 확인되었다[2-5-11].특히 침출된 많은 화

학종들이 화강암이 존재할 경우 침출용기의 벽에 흡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5-11].이러한 흡착거동은 모든 폐기물의 경우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사

용후핵연료의 경우 화강암이 존재함으로써 침출율이 상당히 어드는 이유는 화

강암에 존재하는 Fe
2+
이 침출조건을 환원조건으로 유도하여 다음과 같이 침출거

동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용해도가 작은 UO2가 용해도가 큰 U3O7 U3O8로의 산화가 느려져서 침출

율이 감소된다.

-방사선 독성이 강한 Np과 Tc의 경우 용해도가 작은 환원상태로 산화수가

변하여 침출율이 감소한다.

라. 장용기 부식생성물

CANDU 사용후핵연료 다발은 바깥벽이 구리 그리고 내벽이 탄소강(carbon

steel)으로 구성된 이 벽 장용기에 장된다.구리는 처분장과 환경이 비슷한

무산소 조건에 노출 되었을 때 열역학 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철은 강도

가 크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장용기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탄소강 외벽

을 통하여 핵연료 다발과 지하수가 하게 된다.지하수에 녹아 있는 산소

는 처분장 기의 산소 등과 같은 환경 산화제들은 장용기 부식과 무기물/생

화학 산화과정에서 빠르게 소비될 것이기 때문에[3-5-89]핵연료 부식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반면에,물의 방사분해에 의해 생성된 산화제들은 지하

수에 의해 젖은 핵연료 표면과 하여 직 으로 생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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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Leaching
rate

(g/m²d)

Relativechange
inthepresence
ofgranite(%)

Percentageadsorbed

Samplecontainer Heatingvessel

Glass
Glass+
granite

Glass
Glass+
granite

Li 104 -48 0 10 0 0

B 56 -34 0 10 0 0

Sr 207 -47 1 1 66 89

Cs 283 -48 1 1 2 45

Ba 130 -53 2 1 92 98

Mo 23 +30 0 20 12 1

La 14 >-90 76 18 21 67

Ce 10 >-90 94 13 3 67

U 24 -43 34 8 63 89

Pu 6 >-90 ca.100 0 0 0

Np 2 >-90 0 0 ca.100 0

Table3-5-15.Influenceofgraniteontheleachingofvitrifiedwaste

Element MOX
MOX-
granite

Decreasefactor
inthepresence
ofgranite

UO₂
UO₂-
granite

Relativedecrease
inthepresence
ofgraphite(%)

Rb 2.59 0.39 6.6 2.44 1.97 18.9

Sr 1.79 0.17 10.6 13.45 0.27 97.9

Zr 8.86 1.01 8.8 8.97 0.49 94.5

Mo 31.53 0.72 43.8 31.21 3.10 90.0

Tc 0.90 0.19 4.7 2.13 0.27 87.1

Cs 67.43 12.60 5.4 68.14 11.54 83.0

Np 0.28 0.09 3.1 0.23 0.08 63.8

U 616.91 149.91 4.1 497.66 61.09 87.7

Pu 2.00 0.57 3.5 0.67 0.59 10.7

Table3-5-16.Influenceofgranite(1g)ontheleachingofspentUO2andMOXfuels.

ResultsoftheanalysisbyICP-MSin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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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MOX MOX+granite UO₂
UO+

granite

Srleachrate(μg/cm2d) 0.022 0.002 0.255 0.004

Csleachrate(μg/cm2d) 0.854 0.163 1.293 0.186

Uleachrate(μg/cm2d) 7.816 1.947 6.298 0.657

Srinventory(μg/gfuel) 456 787

Csinventory(μg/gfuel) 2062 1793

Uinventory(μg/gfuel) 817045 830648

SrFIAP 0.00934 0.00091 0.0613 0.00108

CsFIAP 0.078 0.002 0.136 0.019

UFIAP 0.00181 0.00045 0.00215 0.00022

Table3-5-17.Leachratesandfractionsofinventoryintheaqueousphase(FIAP)for

Sr,CeandU

베타/감마선 역에 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핵연료가 젖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은 타당한 가설이다. 를 들어 장용기가 최소 1,000년간 안정하게 유지될 경

우 단지 알 선에 의한 분해 효과만 고려하면 된다[3-5-67].문제가 있는 장용기

내에서 알 선에 의한 분해의 향에 한 실질 인 반응들을 다음 그림 3-5-43에

나타내었다[3-5-64].

핵연료 표면이 부식되는 산화조건은 H2O2와 O2를 생성시키는 알 선에 의한

물의 방사분해에 기인한다.철 표면에서 탄소강의 무산소 부식은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Fe
2+
와 H2가 생성된다[3-5-64].

Fe + 2H2O → Fe
2+
+ 2OH

-
+ H2........................(3-5-16)

3Fe + 4H2O → Fe3O4 + 4H2.....................................(3-5-17)

스웨덴에서 잠재 으로 선정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으로부터의 시추공 데이터

를 이용하여[3-5-90,91]사용후핵연료의 용해속도를 계산한 결과를 보면 550～570

m 깊이에 있는 지하수의 Fe2+ 농도는 Forsma와 Oskarshamn지역에서 각각 40

36 M이었다.이것은 이 시스템에서 UO2의 용해속도를 약 400배 정도 감소

시킬 수 있으며 결과 으로 물의 방사분해에 의해 생성된 H2만으로도 UO2의 용

해를 완 히 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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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43.Schematicshowingthecorrosionscenarioinsideafailednuclearwaste

container.

Fig.3-5-44.Interpretiveparageneticsequenceformedontopsurfacesof

altereduraninitepellets.OnsetofUdissolutionandpulsed-releaseperiods

determinedfrom solutio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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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온도

처분장은 사용후핵연료의 핵종 붕괴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하여 상당기간

(100∼1,000년)동안 약 75～100℃ 범 의 높은 온도를 유지할 것으로 상된다

[3-5-68].UO2의 산화용해 반응의 활성에 지(activationenergy)측정값이 알려져

있으며 부분의 측정조건은 O2가 녹아있는 탄산염 용액이거나 Fe(III),V(V)

H2O2들과 같이 산화력이 있는 화학종들이 있는 산성용액이었다.이 용액에서의

활성에 지는 ∼50kJ․mol
-1
에서 ∼67kJ․mol

-1
,O2가 녹아있는 탄산염 용액에서

는 ∼43kJ․mol
-1
에서 ∼63kJ․mol

-1
로,H2O2가 함유되어있는 된 산성용액에서

는 ∼27kJ․mol
-1
로 측정되었다.그러나 실제 지하수의 조건은 의 측정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의 측정값들을 실제 처분장 조건의 사용후핵연료에 용하기는

해 보이지 않는다.

7.침출과정에서 생성된 제이차상

가.침 물(공침물)

일련의 사용후핵연료 용해 연구에 의하면 용해과정에서 schoepite,UO2(OH)2․χ

H2O[3-5-2, 3-5-92～98], uranophane, Ca(UO2)2(SiO3OH)2․5H2O[3-5-92～94, 98],

soddyite,U5Si2O19․6H2O[3-5-92～95,97],Na-boltwoodite,Na(H3O)UO2(SiO4)․

nH2O[3-5-97,98],그리고 uranium peroxides,UO4․nH2O[3-5-99]과 같은 U의 제이

차상(uranylsecondarysolidphases)이 생성되는 것이 확인되었다.특히 Pu과 같은

다른 악티나이드가 함유되어 있는 제이차상들도 생성되는데 이는 Pu등을 포함한

제이차상들의 용해도가 매우 작기 때문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용해실험에서 침출된

Pu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가 PuO2(s)와 Pu(OH)4의 용해도 범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3-5-100].U과 Pu침출거동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가 Pu이 침 에

의한 제이차상을 생성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으며[3-5-2,3-5-100]이러한 경

우 Pu침출은 사용후핵연료의 매질인 UO2의 용해속도뿐만 아니라 Pu이 함유되어

있는 제이차상의 용해도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한 침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U의

제이차상뿐만 아니라 U이 함유되어 있는 콜로이드도 생성된다.Pu과 U의 침출거동

이 일치하지 않는 다른 이유는 고체상에서 용해도가 큰 산화 Pu으로의 변화가

어렵기 때문으로 제이차상의 Pu침 물들이 형성된다.Pu의 용해도는 PuO2+χ와

Pu(IV)콜로이드들에 의해 좌우되며 pH와 Eh에 따라 평형상태에서 Pu의 농도가

10
-11
까지 감소한다[3-5-101,102].

Np은 사용후핵연료 침출과정에서 생성된 U의 제이차상에 약간 혼합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이들의 결정구조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Np(IV)과 Np(V)이 U에 의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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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상에 혼합되는 것으로 추측된다[3-5-103].Np이 α-uranophane[104,105],

sodium compreignacite[3-5-104],sodium boltwoodite[3-5-105] studtite[3-5-106]

에 혼합되는 몇 가지 실험결과가 알려져 있다.Np은 U과 침출거동이 거의 같다.그

러나 Pu은 U과 침출거동이 다르다.

사용후핵연료의 결정립으로부터는 Cs과 U의 침출거동이 같고 용해성 입자 (700～

1700μm)들로부터는 Cs과 U의 침출거동이 일치하지 않았다[3-5-107].사용후핵연료

침출과정에서 Cs은 이온교환에 의해 boltwoodite[3-5-108],compreignacite[3-5-109],

uranophane[3-5-110]와 흡착에 의해 studtite와 혼합됨이 밝 졌으며[3-5-111]Sr역

시 uranophane[3-5-110]에 혼합된다.핵연료 조사과정에서 결정립계로 이동한 Sr과

Cs은 U보다 더 침출율이 크다[침출용액은 1mM NaHCO3와 19mM NaCl을 포함한

다.실험은 산화조건,25±2
o
C를 유지하는 핫셀에서 수행되었다[3-5-112].

사용후핵연료 처분환경을 모사하기 하여 침출시스템을 90℃로 유지시키면서

4.5년 동안 간헐 으로 미국 네바다주의 Yuccamounrtain의 한 지역에서 채취한 불

포화 지하수와 UO2펠렛 시편을 시키는 일련의 침출실험이 수행되었다.시간에

따라 다양한 제이차상들이 찰되었으며 UO2펠렛 시편 표면 와 바닥과 펠렛-피

복 틈 사이에서 제이차상들이 농축되어 있었다.장기간 침출실험을 한 경우에는

펠렛 시편의 가장 바깥 표면에서 다양한 침 물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단기간 침출

실험을 한 경우에는 펠렛 시편으로부터 단일 결정성 상(crystalinephase)이 생성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그들의 조성과 조직 특징들은 물론 시편의 표면으로부터

확인되는 제이차상들을 표 3-5-18에 나타내었다[3-5-113].

Schoepite UO·2HO Darkyellow crystals

Dehydratedschoepite UO·0.8HO

Yellow togreencrystals
"boatshaped"tabularwith
singleorraredouble
terminations

Uranophane
Ca(UO)(SiOOH)·5HO

Finewhiteneedles-stellar
groupsofcrystalsor
continuousmats

Boltwoodite K(HO)UO(SiO)·nHO
Fineyellow needlesin
continuousmats

Soddyite USiO·6HO
Finebladedcrystals,drusy
powders,orcoatingsover
previouslydepositedgrains

Becquerelite CaUO·10HO Darkyellow tabularcrystals

Compreignacite KUO·11HO
Yellow crystals,stacked
pseudohexagonalplates

Sklodowskite Mg(UO)(SiOOH)·5HO
Fineneedlestoelongated
prisms,minorinoccurrence

Table3-5-18.SecondaryuranylphasesidentifiedonreactedUO2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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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시편의 표면특성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그림 3-5-44에 나타낸 것처럼

uraninite결정립은 처음에 UOH무기물들로 변한 후 곧 soddyite로 그리고 결국은

uranylsilicates를 함유한 알칼리 알칼리토 족 원소로 변하는 물공생 계

(mineralparageneticrelationship)가 있다는 것이 밝 졌다[3-5-113].Dehydrated

schoepite는 주된 무기 고체상이었으며[3-5-114]soddyite는 UO2+χ의 표면에서 직

침 되기도 하고 dehydratedschoepite를 체(replace)하기도 하 다.

나.콜로이드

Finn등[3-5-115]에 의해 두 개의 사용후핵연료[ATM-103(연소도 :30MWd/kg

U,grainsize:9～19μm),ATM-106(연소도 :43MWd/kgU,grainsize:6～14μm]

를 상으로 각각 0.3～1.2g씩을(평균 기하학 표면면 :2.1cm
2
/g)을 채취한 후 90

o
C의 합성 지하수(wellJ-13:미국 네바다주의 Yuccamountain아래 포화 역을 표

하는 화학 성질을 가짐,pH:8.4)에 의한 불포화 침출실험이 수행되었다.하나의

침출용기를 사용하여 략 60일 동안 침출시킨 후 핵연료를 꺼낸 다음 침출액에 들

어 있는 핵종들을 분석하 다.계속해서 새로운 합성 지하수를 넣고 다시 60일 동안

침출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여 침출수에 들어 있는 핵종들을 분석하 다.그리고 최종

으로 용기에 흡착되어 있는 핵종들을 1%질산으로 탈착시키고 분석하 다.콜도

이드와 용해되는 악티나이드의 화학종들이 pH4～7범 의 침출수에서 검출되었으

며,콜로이드형태로 확인된 U상들은 schoepite와 soddyite이었다.

한편,침출수의 pH는 실험에 사용한 합성 지하수의 pH(8.4)보다 낮았다.ATM-103

핵연료를 상으로 실험하 을 경우에 침출수의 pH는 57일 후에는 6.0120일후에

는 6.3이었다.ATM-106핵연료의 경우 pH는 55일후에는 6.2,113일후에는 4.7이었

다.포름산 이온(HCOO
-
)의 농도가 합성 지하수에서는 검출한계 미만으로 검출되었

으나 ATM-103핵연료 침출수의 경우 57일 후에는 6×10
-3
g/L그리고 120일 후에는

9.2×10
-3
g/L이었다. 한 ATM-106핵연료 침출수의 경우,55일후에는 6.3×10

-3

g/L그리고 113일 후에는 4.6×10
-3
g/L이었다.

음이온 조성에서의 주요한 변화를 살펴보면 HCO3
-
의 양은 감소하 으며 질산 이

온의 양은 증가함과 동시에 포름산염 이온 농도도 증가하 다[3-5-116].이러한 효과

를 요약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N2+2H2O+2HCO3
-
→ 2NO2

-
+2HCOO

-
+2H

+
+H2......(3-5-18)

포름산염 이온과 높은 차수의 유기물들은 매우 안정하고 악티나이드들과 잘 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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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물들을 형성하기 해(그 결과 악티나이드들의 화학종 이동이 증가함)악티나이드

들과 결합할 수 있다.

3.6nm 규격의 거르게로 거르거나 거르지 않은 침출수(2개 연속 인 실험과정에

서 얻은 침출수를 합한 용액)에 존재하는 악티나이드 화학종들의 농도를 알 분

법으로 분석하고 표 3-5-19에 결과를 나타내었다[3-5-115].콜로이드로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난 물질들의 양은 거르지 않은 침출수와 거른 침출수 사이의 양 차이로 나타

낸 결과 90%이었다.

Fuel TestNo.
a ContentofUnfilteredSample

244
Cm

241
Am

243
Am

239
Pu

237
Np

ATM-103 S32J1-57 4.90E-06 3.60E-05 8.50E-06 ND
b

ND

ATM-103 S32J1-120 2.00E-06 1.30E-05 ND ND ND

ATM-106 S62J1-55 ND ND ND ND ND

ATM-106 S62J1-113 4.10E-08 2.10E-07 3.40E-07 ND ND

Fuel TestNo.
a

ContentofFilteredSample
244Cm 241Am 243Am 239Pu 237Np

ATM-103 S32J1-57 1.70E-07 1.20E-06 6.40E-08 4.50E-07 1.10E-04

ATM-103 S32J1-120 2.10E-07 9.10E-07 4.80E-08 2.90E-07 2.20E-05

ATM-106 S62J1-55 ND ND ND ND ND

ATM-105 S62J1-113 4.70E-09 4.50E-09 ND ND ND

Table3-5-19.Actinidespecies(g/L)detected byalphaspectroscopyforsuccessive

unfilteredandfilteredleachatesamples

aNumberfollowinghyphenistesttimeindayswhenaliquotwastaken.
bND=Nospeciesweredetected.

ATM 103 ATM 106을 상으로 두 연속 인 실험을 통하여 얻은 침출수와 1%

질산으로 침출용기를 탈착시켜 얻은 용액에 함유되어 있는 악티나이드와 Cs을 알

감마분 법으로 분석한 결과,그리고 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을 사용하여

미리 반정량 분석한 결과를 표 3-5-20과 3-5-21에 나타내었다[3-5-115].

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에 의한 반정량분석 결과들은 감마선 분 법에 의

한 결과들과 같은 차수의 크기 안에서 일치하 다.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

으로 부분 동 원소들의 분석결과들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앞의 두 침출실험에 의해

얻은 모든 악티나이드들의 상 인 침출거동을 비교하기 하여 표 3-5-22에 나타

낸 분석결과를 이용하 으며 두 실험 간격동안 각 악티나이드에 한 최 물질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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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량(fractionofmaximum materialrelease)도 함께 나타나 있다.

238
U

239
Pu

241
Am

243
Am

244
Cm

137
Cs

Leachate,1st60d

Alpha NA ND ND ND ND NA

Gamma NA NA ND ND NA 2.00E-08

ICP-MS 7.00E-08 1.00E-09 5.00E-10 1.00E-09 1.00E-09 2.00E-07

Leachate,2nd60d

Alpha NA ND 2.00E-07 3.00E-07 4.00E-08 NA

Gamma NA NA ND 9.00E-06 NA 2.00E-06

ICP-MS 4.00E-04 1.00E-06 8.00E-07 3.00E-07 3.00E-07 8.00E-05

Acidstrip

Alpha NA 1.00E-05 <1E-6 ND 3.00E-07 NA

Gamma NA NA 1.00E-06 2.00E-07 NA 5.00E-06

ICP-MS 9.00E-04 6.00E-06 2.00E-06 6.00E-07 2.00E-07 8.00E-06

Table3-5-20.ATM-106Test-actinideandcesiumcontent
a
(g/L)fortheleachateandthe

acidstrip(gamma,alpha,andICP-MSanalyses)

a
ThesymbolNDisusedifthespecieswasnotdetected,andNAifatechniquewas

not applicable.

238U 239Pu 241Am 243Am 244Cm 137Cs

Leachate,1st60d

Alpha NA 4E-7
b

4.00E-05 6E-8
b

5.00E-06 NA

Gamma NA NA 3.00E-04 1.00E-04 NA 2.00E-04

ICP-MS 4.00E-03 1.00E-06 2.00E-04 4.00E-05 6.00E-05 8.00E-05

Leachate,2nd60d

Alpha NA 3E-7
b

1.00E-05 5E-8
b

2.00E-06 NA

Gamma NA NA 1.00E-05 5.00E-04 NA 3.00E-04

ICP-MS 1.00E-03 5.00E-07 2.00E-05 3.00E-06 2.00E-06 2.00E-04

Acidstrip

Alpha NA ND 2.00E-05 ND 1.00E-06 NA

Gamma NA NA 2.00E-05 4.00E-06 NA 8.00E-07

ICP-MS 8.00E-04 4.00E-07 2.00E-05 5.00E-06 2.00E-06 2.00E-06

Table3-5-21.ATM-103Test-actinideandcesiumcontent
a
(g/L)fortheleachateandthe

acidstrip(gamma,alpha,andICP-MSanalyses)

a
ThesymbolND isusedifthespecieswasnotdetected,andNA ifatechnique

wasnotapplicable.
b
Theamountdetectedforthefilteredali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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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물질 침출량은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핵종의 체양이다.스테인리

스 강 재질의 침출용기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물질과 실험용기 체에 한 침출수

에서 검출된 물질의 양 사이의 비율을 각 핵종별로 계산하 다.이 표에서 가용성

양(solublefraction)으로 표 된 것은 용기의 기벽에 석출되지 않은 물질을 의미하며

콜로이드 물질과 이온성 물질들이 이에 포함된다.결과 으로 ATM-106핵연료에

해서 표 3-5-22에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첫 번째 실험기간 동안에

ATM-106침출수에서 단지 미량의 악티나이드가 침출됨을 확인하 다.둘째,침출된

최 악티나이드의 양은 침출된 최 U의 양보다 10배 크다.셋째,ATM-106핵연료

에 있어서 부분의 침출된 악티나이드들은(표 3-5-22의 3-6열 참조)침출용기 표면

에서 석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5-115]
244
Cm는 매우 가용성이 큰 악티나이드임

이 확인되었다.

ATM-103핵연료의 경우,실험에서 검토한 악티나이드의 침출은 첫 번째 침출기간

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침출된 최 악티나이드의 양은 모든 악티나이

드들에 해서 같지는 않았다.즉,Pu과 U에 한 침출양은 동일하지만 (1×10
-5

g/L)Am과 Cm의 양(1×10
-2
)보다 10

3
배 작았다.셋째,가용성 악티나이드의 양은

ATM-103핵연료의 경우 0.44에서 0.88범 로 더 높았다.두 핵연료 사이에서의 이

러한 차이는 이들이 연소도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 연소도 차이가 침출거동에도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침출수에서 콜로이드는 TEM (transmissionelectronmicroscopy)을 사용하여 확인

하 으며 확인된 상을 표 3-5-23에 나타내었다[3-5-115].U은 함유되어 있지 않았으며

주로 Ca과 Si이 함유되어 있는 콜로이드 입자들이 발견되었다.

ATM-103핵연료의 침출수(S32J1-57)를 상으로 TEM을 사용하여 얻은 분석결과

로부터 희토류 원소들(La,Ce,Pr,Nd,Sm,Eu)과 U상이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이러한 두 상들에서 U과 Si의 혼합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특히,결정성

uranium silicate콜로이드들을 SAED (selectedareaelectrondiffraction)와 EDS

(X-rayenergydispersivespectrometry)로 분석한 결과 U/Si비율이 1:1인 uranul

silicate,즉 soddyite로 확인 으며 각 입자들의 지름은 50～100nm이었다.Uranium

siddyite상의 EDS스펙트럼을 그림 3-5-45에 나타내었다[3-5-115].20～50nm입자

들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3～5μm 지름의 U이 함유되어 있는 제이상은 극히 은

양의 Si과 희토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혼합물이 미량 함유되어 있다.그 상은 결

정은 아니지만 원소의 조성은 schoepite상(uranylhydrate종)이라고 단된다.EDS

로 얻은 스펙트럼을 그림 3-5-46에 나타내었다[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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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Type:ATM-106

238U 239Pu 241Am 243Am 244Cm 137Cs

Leachata1st60d 7E-10 1E-11 5E-12 1E-11 1E-11 2E-9

Leachata2st60d 4E-6 1E-8 9E-9 3E-9 3E-9 9E-7

AcidStrip 5E-5 3E-7 1E-7 3E-8 1E-8 5E-7

Total 5E-5 3E-7 1E-7 3E-8 1E-8 1E-6

SolubleFraction
 0.07 0.03 0.09 0.09 0.23 0.64

Fractionofmaximum 8E-6 6E-5 1E-4 1E-4 2E-4 1E-3

FuleType:ATM-103

238
U

239
Pu

241
Am

243
Am

244
Cm

137
Cs

Leachata1st60d 4E-5 1E-8 2E-6 4E-7 7E-7 9E-7

Leachata2st60d 1E-5 6E-9 2E-7 4E-8 2E-8 2E-6

AcidStrip 5E-5 2E-8 1E-6 3E-7 1E-7 1E-7

Total 1E-4 4E-8 3E-6 7E-7 8E-7 3E-6

SolubleFraction
 0.50 0.44 0.69 0.59 0.88 0.97

Fractionofmaximum 1E-5 7E-6 6E-3 9E-3 6E-2 4E-3

Table3-5-22.ATM-106andATM-103Tests-actinideandcesium content
a
(g),fraction

releasedandsolublefraction

Valuesarederivedfrom semi-quantitativeICP-MSresults.
Theuranium releasecorrespondsto 0.26mg/m-d forATM-106and 0.46mg/m-d for
ATM-103.(Thisisforanestimatedaveragesurfacearea.)
Thefractionofisotopepresentintheleachateandnotdepositedonthevesselwalls.
Thefractionofthemaximum amountofisotopepresentinthespentfuelsample.

Samplea Phases Comments Elements

leachate,1st60days

S62J1-55 Aluminum particles Agglomerated Al

S32J1-57

Schoepitehydrate

Soddyite

Calcium silicate

Individ.20-50nm

Individ.50-100nm

---

U,REE
b

U,Si,REE

Ca,Si

leachate,2nd60days

S62J1-113 Calcium phases particles,agglom Ca,Zn

S32J1-120 Silica --- Si

Table3-5-23.CharacterizationofcolloidsbyTransmissionElectronMicroscopy

aNumberfollowinghyphenindicatestimeindaysatwhichleachatewastaken.
bREE=rareearth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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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45.EDSofuranium soddyitephase.

Fig.3-5-46.EDSofuranium only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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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원소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하여 EDS보다 더 좋은 검출감도를 가지고 있는

EELS(electronenergylossspectrometry)를 사용하 다.확인된 희토류 원소들은 사

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핵분열생성물로서 La,Ce,Pr,Nd,Sm Eu이었다.한편,

schoepite와 soddyite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사용후핵연료의 매질인 UO2나 조사되지

않은 UO2의 용해거동이 같다는 것이다[3-5-117].그러나 사용후핵연료에서 악티나이

드들은 U매질과 침출거동이 같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부식생성물

심지층 직 처분장에서 사용후핵연료가 장되어 있는 용기와 지하수가 함

으로써 발생하는 부식은 사용후핵연료 표면의 물리,화학 특성을 변화시킨다.먼

발생하는 주반응은 장용기의 부식이며 일단 장용기가 괴되면 부식된 철의 존

재 아래 사용후핵연료의 용해 침출이 시작된다.

철과 사용후핵연료의 동시 부식실험을 수행하기 하여 철 분말과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반응용기에 함께 넣고 수행하 다.실험과정 속성 철과 부식 생성물들

(magnetite greenrustI)이 동시에 존재하 다.즉 이것은 철 분말의 환원 능력

은 물론 부식 생성물들의 흡착능이 실험 내내 완 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증

거다.철 는 철 부식 생성물들이 핵종들의 침출거동에 미치는 향을 그림 3-5-47

에서 비교하 다[3-5-118].

철이 존재하는 경우에 침출액에서 Cs을 제외한 모든 핵종들의 농도는 감소했다.

가장 큰 효과는 악티나이드들에게서 두드러지게 찰되었다.Pu농도는 10
2
이상으로

감소했으며 이것은 Pu이 용해도가 작은 Pu(IV)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이라고 단된

다.Am은 단지 콜로이드 형태로만 용액에 존재하 으며 이온성 Am 화학종들과

237
Np은 더 이상 용액에서 검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Np이 용해도가 매우 작은

Np(IV)로 환원되었기 때문이다.그러나 Cs과 핵분열 가스들의 침출은 철이 존재할

경우 침출수에서 검출되는 농도가 증가하 다.핵종들의 침출에 있어서 비슷한 감소

가 Stroes-Gascoyne등[3-5-119]에 의해서도 찰되었으며,환원조건 아래에서 핵연

료 매질의 용해도가 작은 U(IV)로 환원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그러나 핵

분열생성물과 악티나이드들의 침출율이 작은 이유는 철과 철 부식 생성물들에 흡착

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한 용해/흡착 메커니즘은 침출수에서의 높은 가스 방출 농

도로 설명될 수 있다.철 분말에 흡착된 핵종의 양을 분석한 결과를 표 3-5-24에 나타

내었다.비교를 해서 실험 후에 남아있는 부식용액의 방사능과 장용기 벽면에

흡착된 방사능을 포함하 다[3-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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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47.Dissolutionoffuelpelletsfortwoyearsin95% saturatedNaClsolution

underanaerobicconditionsat25℃ without(K10)andinthepresenceof8.5gmetallic

Fe(K3).Fractionofinventory(FIAP)ofvariousnuclidesfoundintheaqueousphase

(0.45μm fil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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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
Activity,Bq

NaClsolution(164mL)onthecontainerwallontheFe-Powder(8.5g)

106
Ru <3.03E3 n.d. 1.03E5

134Cs 2.94E8 n.d. 6.56E5

137
Cs 8.02E8 n.d. 2.52E6

154
Eu <4.25E2 n.d. 1.30E5

155Eu <6.04E2 n.d. 5.78E4

125
Sb <2.25E3 n.d. 5.36E4

90
Sr 2.21E6 1.42E5 2.18E5

144Ce <1.56E3 n.d. 9.44E4

241
Am 2.43E1 6.95E3 3.57E4

237
Np <7.59E0 7.43E0 <7.1E-1

244Cm <1.21E1 5.98E4 n.d.

242
Cm <2.43E0 9.46E1 n.d.

238
Pu <9.59E1 4.86E3 4.09E4

239/40Pu <7.79E1 6.16E2 4.62E3

241
Pu <2.30E3 6.56E4 4.66E5

U 3.03E0ng 1.37E1ng 2.12E2ng

Table3-5-24.Radionuclideactivitiesof164mlcorrosion(after674daysofcorrosion),of
thecontainerwallandfrom 8.5gironpowderafter674daysofcorrosion(dissolution

of99mgFeinboilingconcentratedHCl)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 부분의 핵종들이 철 분말과 장용기 벽에 강하게 흡착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침출 시스템에서
90
Sr의 이동분포 자료에 의하면 약 85%가 용액

에 남아 있고 약 9%가 철 분말에 그리고 약 6%가 장용기 벽에 흡착되어 있었다.

상하 던 것처럼 부식된 철에 흡착된
90
Sr과 용액에 남아 있는

90
Sr과의 방사능 분

포율(activitydistributionratio)은 3가 악티나이드나 희토류 원소들에 한 상 인

값보다 훨씬 작았다.용액과 철 분말 표면, 장용기 벽 는 핵연료 시편 표면 사이

의 핵종 분포에 한 질량균형 계산값 (massbalancecalculation)을 표 3-5-25에 나타

내었다[3-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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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bed

onthefuelsurface
insolution

(0.45 m)
onthecontainer

onthecorrodediron

powder
106
Ru n.d. 0.699 n.d. 29.910

134
Cs 0

a
99.733 n.d. 0.267

137Cs 0a 99.665 n.d. 0.365

154
Eu n.d. 0.200 n.d. 68.411

155
Eu n.d. 0.621 n.d. 67.717

125Sb 0 <3.45 0 >96.55

90
Sr 0

a
85.305 5.445 9.250

144
Ce n.d. 0.581 n.d. 48.923

241Am 14.912 0.046 13.512 71.530

237
Np 0 48.012 47.027 4.952

244
Cm n.d. 0.051 1.120 n.d.

242Cm n.d. 0.288 17.608 n.d.

238
Pu 76.699 0.045 2.269 20.987

239/40
Pu 83.086 0.229 1.811 14.874

241Pu 87.673 0.049 1.375 10.939

U 59.406 0.495 2.230 37.868

Table3-5-25.Relativedistributionofvariousradionuclidesintheaqueousphase,onthe

containerwall,onironanditscorrosionproductsandonthefuelsampleresultingfrom

2yearscorrosionofafuelpellet(7g)in200ml95% saturatedNaClsolutioninthe

presenceofiron(8.5gpowder,grainsize<10μm)

Valuessettozero,toavoidnegativevalues.
Contentonthefuelsampleiscalculatedbydifference,assumingthatthetotalSrreleaseis
givenbythequantitiesfoundoniron,onthecontainerandinsolution.

질량균형은 Cs의 선택 침출과 핵연료의 질량이 동시에 변화한다는 가설에 근거

를 두었다.표 3-5-25로부터의 이러한 결과는 철이 침출된 핵종들의 고정화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를 들면,
239
Pu과

240
Pu은 용액에서 검출된 양에 비해 부

식된 철에 65배 농축되었으며 철에서 검출되는
241
Am의 양은 용액에서보다 1,550

배 더 높았다.Cs의 경우 부식된 철 표면에 흡착되는 정도는 1%이하로 측되었다.

만약에 장용기의 성분인 철이 농축된 염 용액에 노출될 경우 2년 후에 단지 0.01%

의 핵연료만 변한다.게다가 핵연료의 변화된 부분에 함유된 부분의 장수명 핵분

열생성물들과 악티나이드들은 기에 철이나 부식생성물에 흡착됨으로서 다시 고정

된다.환원조건 아래에서 반응속도는 철에 U(IV)(용해 흡착 펌 메카니즘)의 흡

착이나 알 선의 분해에 의해 결정된다.높은 다공성이나 원자로 가동과정에서 X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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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에도 불구하고,잘 연소된 핵연료 가장자리(rim)의 UO2매질은 평균 핵연료 매

질보다 더 빠르게 부식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3-5-119].

8.사용후핵연료의 용해 침출거동 연구를 한 화학분석

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으로 극미량의 핵분열생성물과 악티나이드를 정량

할 수 있다.모든 침출액은 산도를 1% HNO3으로 조 하여 용기에 흡착되거나 침

이 생기지 않도록 하 다.내부 표 물로 1ppb의
115
In를 사용하 으며 측정 가

능한 질량범 는 80～254amu(atomicmassunit)이다.여러 표 핵종들에 의한 한

-보정법(one-pointcalibration)으로
115
In에 한 여러 핵종들의 상 인 감도계수

(sensitivityfactor)를 구한 후,분석 상의 핵종들로부터 얻은 계측결과와
115
In의 계

측결과로부터 분석 상 핵종들의 농도를 계산해 낼 수 있다.참고로
115
In를 내부표

물질로 사용하여 얻은 침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핵종들의 질량 스펙트럼을

그림 3-5-48에 나타내었다[3-5-48].
90
Sr

100
Mo을 분석할 때 발생하는 동 원소 방

해(isobaricinterference)는
90
Zr

100
Ru을 사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의 원소별 특성감도(elementsspecificsensitivity)는 2개의 다 원

소 표 용액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첫째,10ppb의 Rb,Sr,Y,Zr,Mo,Ru,Rh,

Pd,Cs,Ba,La,Ce,Nd,U 내부표 원소로서 1ppb의 Bi와 In을 첨가한 표 용

액,둘째 10ppb의 Rb,Se,Cs,6ppb의 Tc,500ppb의 U,2.2ppb의 Pu,Np,그리

고 내부표 원소로서 1ppb의 Bi In을 첨가한 다 표 용액을 사용한다.Np표

용액은
237
Np을 사용하며 Pu표 용액은

238
Pu(0.13mol%),

239
Pu(84.03mol%),

240
Pu(14.45mol%),

241
Pu(0.73mol%)

242
Pu(0.34mol%)가 함유되어 있는 표 용

액을 사용한다.
137
Cs은 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을 사용하기 에 감마선

분 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침출연구과정에서 활용한 다양한 분석방법을 표

3-5-26에 기술하 다.

9.결 언

-사용후핵연료 용해 메커니즘과 용해속도를 측하기 한 연구는 지하수에

한 방사성 핵종의 용해도를 주요인자로 보는 근방법과 사용후핵연료 매질인

UO2표면에서의 기화학 반응을 주요인자로 보는 두 모델을 근거로 수행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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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48.Massspectrum ofaleachingsolution,obtainedbycontactingfuelwith

1 mM NaHCO3(pH 7.3),saturated with an Ar+ 20% O2 + 0.03% CO2 gas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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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Analysis

U,La,Ce,Nd,Mo,Ru,Rh,Pd
Epithermalneutronactivationanalysis

ICP-MS

U ScintexUA-3laserfluorescencespectrometer

CationinSyn.groundwater ICP-AES

TraceelementsinSIMFUEL ICP-AES

U(VI)/U(IV) X-rayphotoelectronspectrometer

HCO3
-

StandardGrantitration

pH,Eh Orionresearchexpandableionanalyzer

Redoxelectrode Metrohm glassycarbonelectrode

O2contentinglovebox DeltaFcooperationtraceoxygenanalyzer

CO2contentinglovebox Fujielectricinfraredgasanalyzer

Solidsurface
Opticalmicroscopy,

ScanningelectronmicroscopycoupledX-ray
microanalysis

Elementalcharacterizationof
surface

X-rayphotoelectronspectrometer
RutherfordandnonRutherfordbackscattering

spectrometer

Table3-5-26.Variousanalyticalmethodsforleachingexperiments

- 기화학 측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침출연구에서는 UO2의 용해를 부식거동

으로 설정하고 UO2를 작업 극으로 사용하여 부식 (ECORR)에서 측정한 부

식 류(ICORR)가 UO2의 질량감손속도 즉 용해속도와 직 인 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매질인 UO2의 용해는 U의 산화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심지

층 처분장의 기조건은 물론 사용후핵연료의 장용기가 부식으로 인하여 방

벽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때 사용후핵연료와 할 것으로 상되는 지하수의

화학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UO2매질로부터 핵분열생성물의 침출거동은 핵연료 펠렛 안에 고정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 치에 좌우되어서,UO2의 결정립계(grainboundary) 는 사용

후핵연료와 피복 사이에 축 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들은 기에 침출되지만

UO2 매질의 결정립(grain)안에 고정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들의 침출거동은

UO2의 용해거동에 좌우된다.

-알 선 방출에 의한 방사선 분해가 지배 인 시스템에서 방사선 분해에 의해

생성된 H2O2의 상 인 향은 99.9% 이상으로,사용후핵연료 용해율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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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유일한 산화제이다.

-물의 방사선 분해나 사용후핵연료 장용기의 한 성분인 철의 무산소성 부식과

정에서 생성되는 H2와 철 부식과정(Fe
2+
→ Fe

3+
)은 H2O2의 생성율을 감소시키

거나 수용액에서 H2O2를 소모시킴으로써 H2O2의 표면 정류상태 농도를 낮추어

결과 으로 UO2의 용해율도 낮춘다.

-충 제로 사용되는 벤토나이트로 인해 침출액에서 검출되는 U의 농도는 변화가

거의 없으나 Pu,Cs Sr은 벤토나이트 표면에서의 흡착에 의해 그 농도가 낮

아진다.

-화강암의 존재로 인해 Mo를 제외한 부분의 핵분열생성물들의 침출율이 거의

2배로 감소한다.

-사용후핵연료 침출과정에서 schoepite,uranophane,soddyite,Na-boltwoodite,그

리고 uranium peroxides와 같은 우라늄의 제이차상들과 다른 악티나이드가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제이차상들이 생성된다.

-침출수에서 콜로이드는 우라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칼슘과 실리콘이 주로 함

유되어 있는 콜로이드 입자들이나 혹은 희토류 원소들과 우라늄 상이 혼합된

schoepitehydrate나 soddyite등이 발견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침출에 향을 미치는 사용후핵연료의 물리,화학 특성은 연

소이력에 따라 조 씩은 다르지만 사용후핵연료의 고유한 특성으로 고정된 값

이다.그러나 지하수의 화학특성은 각 나라마다 는 한 나라의 각 지역 마다

다르고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용해 침출거동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처

분장 건설에 비하여 심지층의 지하수 특성에 따라 다른 사용후핵연료 침출거

동 련 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해서는 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알

감마분 분석법으로 침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악티나이드와 핵분열생성물

들의 농도측정 외에 SEM,EPMA,XPS TEM 등을 사용하여 침출하기 과

후,사용후핵연료 시편의 표면 특성변화를 함께 측정해야 한다.

5 의 내용은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 황분석보고서(KAERI/AR-869/2010,그림

3-5-49참조)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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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49.Coverandcontentsofthestatesofartreportondissolutionandleaching

behaviourofspentnuclear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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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 조사핵연료 악티나이드 동 원소 분포 특성 규명

1.고연소 PWR핵연료 평균연소도 측정기술

2호기 4호기 상용원자로에서 장주기(1413일 1438일)연소한 고연소

PWR핵연료의 건 성을 확인하기 한 화학 연소도 동 원소 측정기술을 개

발하 다.조사후시험시설로부터 화학 연소도측정을 한 고연소 PWR핵연료 시

편을 취하여 당 부서의 화학시험시설로 공 될 경우 당 부서에서 확립한 연소도측

정기술을 용하여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고연소 PWR핵연

료는 연소 PWR핵연료에 비하여 장주기 연소에 따른 핵연료 의 성분원소 변

화 과량의 난용성 화합물이 존재하므로 핵연료 용해 분석과정에 약간의 개선

을 필요로 하 다.본 연구에서는 HNO3(1+1)용액과 진한 질산을 이용하여 핵연료

시료를 용해하 다. 비실험으로 HF를 첨가한 질산용액으로 핵연료를 용해해 본

결과,용해용기의 부식이 심하 으며 용기부식으로부터 생긴 불화물 침 이 핵연료

용액의 무게측정과 희석,시료 처리 과정에서 간섭하는 것을 확인하 다.따라서

용해용액에 HF의 첨가는 신 히 고려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와 같이 HNO3(1+1)용

액과 진한 질산을 이용한 2단계 용해방법이 효과 인 것으로 단되었다.이러한

결과는 핵연료시료에 한 질량분석 결과와 용해 후 생성된 불용성 잔유물의 성분

을 조사해 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장주기 연소한 고연소핵연료는 연소 핵연

료와는 다른 연소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한 화학정보를 얻기 한

연구가 부족하여 연소특성과 련된 정확한 원자로 변수들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연소 PWR핵연료는 재 국내 여러 상용원자로에서 50GWd/tU 이상으로 연소

에 있으며 차후 많은 핵연료들에 한 조사후시험이 수행될 것으로 기 된다.본

연구에서 확립한 방법을 토 로 조사핵연료에 한 연소거동 연구와 련된 자료생

산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고연소 PWR핵연료 국부연소특성 측정기술

과거에는 사용후핵연료의 화학측정은 연소도 측정에 국한되어 고연소핵연료에서

나타나는 rim 역과 같은 국부연소도의 측정은 어려웠다.특히 산코드의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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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고연소 핵연료의 핵분열생성물의 핵종생성 TRU 핵종 생성에 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반경 축방향의 핵분열생성물 분포측정도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따라서,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한국원자력연구

원에서 사용후핵연료의 국부 연소특성을 확인하기 한 LaserablationICP-MS시

스템 micro-XRD 측정시스템을 개발하 고,본 연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이들 시스템에 한 성능평가를 수행하고,고연소 경수로핵연료의 rim

effect등 고연소 시 발생되는 국부연소특성 자료들을 생산하 다. 련 연구의 성공

인 수행을 통해 고연소핵연료의 건 성 평가를 한 연소특성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방사성 사용후핵연료 시편에 한 반경방향 동 원소 분포 rim

역의 결정구조변화와 같은 기반자료의 확보는 앞에서 언 한 핵연료 건 성 평가

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제가 진행되는 동안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원 내

타 연구업무를 지원하 다. 사고와 련하여 용융 corium과 냉각수가 반응하여

생기는 debris의 특성분석을 한 비교자료인 UO2/ZrO2혼합 산화물의 거동에

한 기 화학 실험을 수행하고 련 해석자료를 “노심 용융물 해도 실증실험

쟁 해결기술 개발”과제에 제공하 다(그림 4-1-1).이와 같이 개발된 화학측정기술

핵연료의 화학특성과 련된 경험의 축 은 사용후핵연료의 건 성 평가뿐만 아

니라,방사성 물질취 을 필요로 하는 원자력 산업 반에 걸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Fig.4-1-1.Documentsfor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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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사용후핵연료 잔류 핵분열생성기체 분포 특성 규명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률이 증가하면 내압을 상승시키므로 핵분열생성기체의

발생량 방출률은 원자력발 의 허용 연소도 설정에 매우 요한 인자로 인식되

고 있다. 따라서 핵분열생성기체의 거동을 규명하고 분포 측 모델을 개발하기

해 사용후핵연료 내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량과 잔류하는 양과 조성에 한 자료

가 필요하다.이를 해 본 연구를 통해 방사선차폐 잔류 핵분열생성기체의 정량

장치를 구축하 으며,미량 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정량 회수방법을 확

립하 다. 한,고체 내 Kr,Xe의 정량 추출,포집조건을 확립하 으며,이온주입

법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박 에 Kr,Xe주입한 기 시편을 제조하여 미량 핵분열생

성기체의 회수율 검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본 연구에서 제작 설치한 방사

선차폐 핵연료융해시스템은 조사핵연료의 융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에 사용

되어 원자력발 소의 허가 연소도 상한 설정에 요한 자료를 제공하고,핵분열생

성기체의 분포 측 모델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한 본 시스템은 조사

피복 등 고방사성 시료의 수소분석 등 안 성 분석과 련된 연구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3 핵연료/피복 의 화학결합 특성 연구

고연소 핵연료/피복 화학결합 모사시험을 통해 UO2,U-Cs-O/Zry-4,Zirlo,

highNb-Zry간 반응성 시험한 결과 표면에서 2단계 반응으로 추정되는 화학유착

가능성을 확인하 다.U1-yGdyO2/Zry-4의 확산 실험에서 연소도가 높아지면 핵분

열생성물의 양도 증가하고(y값이 커짐),이에 따라 산소분압(ΔG
o
)이 커져 피복 산

화를 진할 가능성을 확인하 다.UO2 고연소핵연료 모사화합물인 세슘 우라네

이트와 분말상태 Zr,ZrO2의 혼합물 간 반응성 시험결과 연소도 모사 핵연료에

의한 Zircaloy합 에 한 확산 시험결과는 핵연료/피복 틈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면 화학반응들의 해석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되며,고연소도 혹은 고

연소도 핵연료의 건 성 평가를 해 필요한 자료로 반 될 것으로 단된다. 한,

핵연료/피복 틈새에 생성되는 세슘 우라네이트(U-Cs-O)2차상의 화학 특성은

침출특성에도 향을 수 있는 인자로 향후 사용후핵연료 장기 장에 따른 선원

항 해석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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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XRD의 경우 국부 인 구조측정이 가능하여 rim 뿐만아니라 핵연료의

반 인 구조특성 분석,피복 계면에서 일어나는 상 피복 표면에 생성된

부식생성물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미세 역 측정기술을 활용하여 속핵

연료와 피복 사이의 확산층 연구를 수행하는 그룹에 U-Mo(7wt%) 속핵연료과

Al 속 matrix사이의 반응층을 측정하여 반응층이 반 으로 UAl3(cubic)화합물

로 구성되어 있으며, U-7Mo 속핵연료와 가까운 층에 소량의 U6Mo4Al43

(hexagonal)화합물이,Al 속 matrix에 가까운 층에 부서지기 쉬운 화합물로 알려

져 있는 UAl4(orthorhombic)가 형성됨을 확인하고 련 자료를 제공하 다.이와

같이 개발된 미세 역 화학측정기술은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 물질 내 국부특성자

료의 확보와 더불어 불균일 시료의 측정 등을 필요로 하는 타산업 분야에도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제4 사용후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 생산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 생산은 목표 비 100% 완료하 으며,이들 자료는 향후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에 한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 이 악

티나이드 선원항 자료는 핵연료 연구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며,조사핵연료의 연소

거동을 이해하는데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다양한 연소도에 따른 사용후핵

연료에 해 화학 방법으로 이들 핵종을 정량하여 자료를 축 하므로 조사핵연료

의 연소도 핵연료 핵종의 함량을 측하는 code검증에 활용되고 있다.그

외 사용후핵연료의 장,수송 등 핵연료 리 업무에 경제성을 도입하기 한 기술

개발에 선원항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즉,본 과제에서 생산한 선원항 자료들은 핵

연료의 장,수송 등에 연소이득(burn-upcredit)을 용을 해 련 연구과제의

요청이 있었으며,이 선원항 자료를 일부 제공한 바 있다(그림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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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1.Documentsforcollaboration

제5 사용후핵연료 침출거동 기술 황 조사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 처분(deeprepository)에 련된 안정성 평가를 하여 고

려해야 할 사용후핵연료의 지하수 용해 침출거동 연구 황에 하여 기술 황

조사를 완료하고 기술 황분석보고서 발간하 다.(KAERI/AR-869/2010,그림 3-5-17

참조)이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매질인 UO2의 용해 메커니즘과 용해속도를 측

할 수 있는 두 근 방법,지하수 에서의 UO2용해도 모델 표면에서의 기화

학 부식 모델에 의한 용해연구에 하여 조사하 다. 한,차후 이 연구를 수행

하기 하여 기본 으로 이해해야 할 사용후핵연료와 지하수의 특성 그리고 실험에

필요한 모의 사용후핵연료,합성 지하수 산화/환원 분 기를 조 할 수 있는 장

갑상자 등의 하드웨어에 하여 조사하 으며,사용후핵연료의 용해와 침출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자들과 이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해서 필요한 장비

실험에 해서도 심도 있게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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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방사선 차폐 LA-ICP-MS시스템과 micro-XRD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수로핵연료에

하여 측정한 미세 역에서의 국부연소특성 자료는 핵연료 건 성 평가 고연소

핵연료의 성능평가 코드 검증에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확보한 측정기술은 미래

핵연료주기와 연계된 속핵연료나 개발 인 고연소도의 환형핵연료나 입자핵연

료 등과 같은 새로운 핵연료 개발에 따른 조사특성 자료를 생산하는 일에 활용될

정이다.

실온에서 1200℃에 이르는 온도범 에서 3종의 지르코늄 합 들의 산소에 한

반응성 측정결과는 향후 원자력 재료개발에서 지속 인 심의 상일 수밖에 없는

Zircaloy의 산화 부식 해석 사고 연구에서 고온 환경 Zircaloy거동 해석 자

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UO2 고연소핵연료 모사화합물인 세슘 우라네이

트와 분말 상태 Zr,ZrO2의 혼합물 간 반응성 시험결과 연소도 모사 핵연료에

의한 Zircaloy합 에 한 확산 시험결과는 고연소도 혹은 고연소도 핵연료의

건 성 평가를 해 필요한 자료로 핵연료/피복 틈새에서 발생되는 계면 화학반

응들의 해석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한,휘발성 핵종 Cs의 화합물 Cs2O CsI의

열화학 특성자료는 가동 핵연료 내에서 휘발성핵종 Cs거동 해석 자료로,Cs2O

와 UO2의 반응성 상호작용,CsI의 UO2 U3O8에 한 반응성 측정결과는 정

상상태 비정상 (transient)상태에서의 핵연료 피복 틈새거동 (PCCI)해석에 활

용될 것이다.Cs2O와 doped된 U1-yGdyO2의 반응에 미치는 Gd
3+
의 향이나 Cs2O,

CsI의 ZrO2 Zr에 한 반응성 측정자료 한 핵연료 피복 틈새거동 (PCCI)

해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더불어 핵연료/피복 틈새에 생성되는 세슘 우라

네이트(U-Cs-O)2차상의 화학 특성은 침출특성에도 향을 수 있는 인자로 향

후 사용후핵연료 장기 장에 따른 선원항 해석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방사선차폐 핵연료융해시스템을 제작 설치하여 미량의 사용핵연

료를 offgas발생 없이 깨끗하게 용해할 수 있는 clean융해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원 에서 조사된 사용후핵연료의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의 정량 동 원

소 분포 자료 생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이미 일부 자료를 확보 이다.한국

형 원자력발 소의 핵분열생성기체 련 실험 자료를 축 하여 핵분열생성기체

련 코드 개발 개발된 코드의 검증에 활용하고,핵분열생성기체의 생성량 방

출률에 한 축 된 자료는 원자력발 소의 허가 연소도 상한 설정에 요한 자료

로 제공할 정이다. 한 본 시스템은 조사피복 등 고방사성 시료의 수소분석에

도 활용가능 하기 때문에 원자력산업 반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화학자료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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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공하게 될 것이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한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는 핵연료의 장,수송 등

에 연소이득(burn-upcredit)을 용 향후 핵연료 침출거동 연구를 한 기 자

료로 활용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의 화학특성은 연소거동을 측하는 산 code의 검증 새로운

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핵연료의 인허가 차 실용화 과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얻어진 사용후핵연료의 화학측정기술은 국내 원 운 에서 필요로 하는 방사성 물

질의 화학측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핵연료 생산업체 등의 국내 산업체

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므로 본 연구결과의 극

홍보를 통해 련기 과의 정보교환이나 력을 추진할 것이다. 한,국내 핵연료

주기 련 연구나 연계된 기술수요 분야와의 긴 한 조 체제를 지속 으로 유지

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극 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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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연구개발 과정에서 국외출장이나 문가 청 등을 통해 해외에서 수집한 과학기

술정보 자료는 다음과 같다.

-Actinides2009InternationalConferenceAbstracts

-PuFutures-"TheScience"2008InternationalConferenceAbstracts

-WRFPM2008Proceeding자료

-UWO AECL방문 시 수집자료

∙ IRC 로그램 연구 황

∙ 연구 자료들 (자료수집 당시 논문 등으로 발표하기 이 자료 포함)

1.T.Doetal.,“Microchemicalstudyofhighburn-upCANDU fuelby

imaging-XPS”

2.M.Saidyetal.,"ThermaldiffusionofiodineinUO2andUO2+x"

3.IRC 로그램 련 연구자료

4.기타 COMSOL을 용한 모델링 련 자료

∙ 기타 발표 자료

1.Zack Qin and J.Clara Wren,TechnicalReport:“A Temperature

TransientModelforaCharcoalFilterExposedtoaHumidAirflow“

2.W-J.Cheong,P.G.Keech,J.C.Wren,D.W.Shoesmith,andZ.Qin,

“Modeling the Distribution of Acidity within Nuclear Fuel (UO2)

CorrosionProductDepositsandPorousSites”

3.Z.Qin and D.W.Shoesmith,"Monte Carlo Simulations of the

DegradationoftheEngineeredBarriersSystem intheYuccaMountain

RepositoryUsingtheEBSPACode"

4.Z.Qina,J.C.Wren,and C.J.Moore,"Modeling theIodineRemoval

EfficiencyandTemperatureBehaviorforanFADS CharcoalFilterby

FEMLAB"

-JAEAOaraiR&DCenter방문 시 수집 자료 (KAERI/OT-2335/2010참조)

∙ FuelsandMaterialsSection연구 황

1."CurrentActivitiesrelatedtochemicalanalysisofirradiatednuclearfuel"

byT.Ohni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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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abricationtechnologiesofadvancednuclearfuels"byS.Miwa

3."IrradiationbehaviorofMOXfuelforfastreactor"

4."Materialpropertyevaluationforthefastreactorfueldesign"

5."Researchanddevelopmentonfundamentaltechnologyforclosed-nuclear

fuelcyclesystem"

∙ Brochure들

1.JMTR(JapanMaterialTestReactor)

2.JOYO(ExperimentalFastReactor)

3.FMF(FuelsMonitoringFacility)

4.MMF(MaterialsMonitoringFacility)

- 문가 청 시 발표자료

1.“Experimentalevaluationoftransmutationbehaviorforactinidebasedon

chemicalanalysisofirradiatedsamples”,S.Koyama

2.“IntroductionofMAtransmutationresearch",S.Koyama

3."Themeasurementandevaluationoffuelcladdingchemicalinteraction

betweenFuelandcladdingmaterials",K.Maeda

-UWO(Canada)Dr.Wren그룹 연구 황

∙최근 발표논문 등 연구 황

1."Oxide growth and conversion on carbon steelas a function of

temperatureover25and80℃ underambientpressure"

2."KineticsofH2O2reactionwithoxidefilmsoncarbonsteel"

3."Gamma-radiation-inducedcorrosionofcarbonsteelinneutralandmildly

basicwaterat150℃"

4."Effectsofγ-radiationversusH2O2oncarbonsteelcorrosion"

5."Oxide formation and conversion on carbon steelin mildly basic

solutions"

6."Theeffectofinterfacialmasstransferonsteady-statewaterradiolysis"

7."Ironoxyhydroxidecolloidformationbygammaradiolysis"

-기타 발표 자료

∙Factsage 련 발표자료,"ThermodynamicModeling ofMaterialsand Its

ApplicationstoRadio-activeMaterials",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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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연구시설ㆍ장비 황

제1 연구시설 설비

1.방사성 물질 취 이 가능한 연구시설

본 과제는 고방사성인 사용후핵연료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업무 수행을

해서는 기본 으로 사용후핵연료 취 인허가를 받은 방사선차폐시설이 필

요하다.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차폐설비 구축은 상당한 산과 시간이 소

요되나 이 단계 연구를 통해 부분 설비들은 구축을 완료하 고,본 연구에

서는 주로 기존시설 설비를 활용하되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개조 혹은 신

규로 구축하여 사용하 다.

가.화학 핫셀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화학용해 후 연소도를 측정하거나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를 생산하기 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사후시험시설 내 화학핫셀(그림

3-1-1)을 활용하 다. 단된 시험시편은 pneumaticline을 통해 본 설비 내로

이송된 후 용해 분리과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나.방사선 차폐 러 박스 핫셀

악티나이드 동 원소 분포 측정이나 결정구조 분석에는 이 단계의 연구를

통해 구축한 2개의 소형 러 박스 핫셀(그림 7-1-1,7-1-2참조)을 이용하

다.이들 소형 러 박스 핫셀 구축에 하여는 련 기술보고서[7-1-1,2]에

상세히 기술하 다.잔류핵분열생성기체 분포 측정을 해서 하나의 소형

방사선 차폐 러 박스 핫셀을 당해 연구를 통해 구축하 으며(3장 2 참

조)이를 기술보고서[7-1-3]에 상세히 기술하 다.

다.방사선 차폐 이송용기

소형 러 박스 핫셀로 사용후핵연료를 이송하기 해서 납차폐된 이송용기

를 만들어 사용하 다.3개의 러 박스의 이송용기 연결부 를 동일하게

제작하여 하나의 이송용기로 시편이송이 가능하게 하 으며,이송 시 작업자

의 안 이나 취 시의 편의를 고려하여 제작하 다.

2.핵물질 취 이 가능한 연구시설

핵연료와 피복 의 화학결합 반응 규명을 한 모사시험 등은 납셀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시설을 활용하되 천연 우라늄 등의 핵물질 취

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은 실험실에서 수행하 다.시험시료 비에는 아크릴

러 박스 등을 사용하여 우라늄 분말의 확산을 방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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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2.Theleadshieldedglove-boxhotcellinstalledin

PIEfacilityforthelaserablationsystem.

Fig.7-1-3.Theleadshieldedglove-boxhotcellinstalledin

PIEfacilityformicroXRD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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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주요 연구장비

1.방사선 차폐 LA-ICP-MS

앞에서 언 한 방사선 차폐 러 박스 핫셀에 동 원소 비 측정을 한 이

용발(laserablation)시스템(그림 7-2-1 참조)을 설치하고[7-1]기존의 고분

해능 유도 라즈마 질량분석기(HR-ICP-MS)와 연결하여 시료 도입장치로 활

용하 다. 이 용발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원으로는 266nm의

이 출력 4mJ(100% 출력일 때)의 Nd:YAGlaser(Q-switched,Tem00)를 사용

하 으며,XYZtranslator 제어기,CCD 카메라, 즈,일루미네이터

ablationchamber로 구성하 다.HR-ICP-MS는 Finnigan사의 Element모델을

사용하 다.

2.방사선 차폐 micro-XRD

방사선 차폐 러 박스 핫셀에 결정구조분석을 해 Bruker의 XRD 시스템(그

림 7-2-2참조)을 설치한 후 빔 도입부에 집 기를 달아 마이크로 역을 측정

할 수 있도록 개조하고,시료홀더 개조,검출기 차폐 카메라를 설치하 다

[7-2].

3.잔류 핵분열생성기체 측정시스템

잔류 핵분열생성기체 측정시스템은 융해장치,포집장치 기체 분석용 사 극

자 질량분석기(QMS)로 크게 세부분으로 나 수 있다.그림 3-2-4의 방사선 차

폐 러 박스에 LECORH-600수소분석기의 EF-500 극로(electrodefurnace)

를 핵연료 융해장치로 설치하고,잔류기체 포집장치 별도 제작하여 아크릴

러 박스에 설치하 다.기체주입장치는 목 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하 으며,

사 극자 질량분석기는 국 HIDEN사의 HPR-20QIC시스템을 구입하여 사용

하 다(3장 2 참조).

4.기타 연구장비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 생산에는 열이온화 질량분석기와 알 계측기 등 부서

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시스템을 활용하 다.화학결합 모사시험에는 열 량

분석기(TGA),시편소결에 필요한 고온 기로,반응생성물 분석을 해 X-선

회 장치,FTIR등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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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명 규격 수량
제작/구입/
보수 (연도)

구입/
유지보수 비용

활용용도

기존
조사핵연료 취
화학핫셀

lead
shielded

1set - -
핵연료 화학
용해 분리

기존 LA-ICP-MS
system

Finnigan 1set 유지보수 35,000,000 ICP-MS
유지보수

기존 micro-XRDsystem Bruker 1set 개조 (2007) 10,000,000 μ-XRD개조

기존 XRDsystem Siemens 1set - - 반응생성물
구조분석

기존 핵연료 융해장치 EF-500 1set - - 핵연료 융해

구입
고성능 QMS시스
템

9mm PIC 1set 구입 (2007) 93,400,000
잔류기체
측정용

구입 비방사성 시료용
열분석기

TMax.
>1500

1set 구입 (2009) 타과제 지원 비방사성 물질
열분석

기존 고온 튜 기로 TMax..>1700 1set - - 모사시편 소결

기존
방사선 차폐 러
박스 핫셀

Max.1Ci 2set - -
LA시스템용,
μ-XRD용

제작 방사선 차폐 러
박스 핫셀

Max.1Ci 1set 제작 (2009) 93,600,000* 잔류기체
측정용

기존 SEM/EPMA JEOL 1set - -
표면분석/성분
분석

기존 ATR-FTIR SensIR 1set - - 반응생성물
측정

기존 고온고압 기로
T.>1700
P.>300

1set - - 고온고압 실험

구입 원격조종기 베타
감마형

1pair구입 (2008) 73,400,000
잔류기체측정
차폐
러 박스용

제작
수소분석기 진공청
소 시스템 제작 원격 제어 1set 제작 (2008) 13,200,000

수소분석기
진공 청소용

제작 아크릴 러 박스 airtight 1set 제작 (2008) 9,300,000
수소분석기
제어기
기체포집장치용

기존 시료이송장치 Max.1Ci 1set 개조 (2007) 8,200,000 이송장치 개조

구입 러 박스 airtight 1set 구입 (2011) 28,000,000 분 기 조 용

구입 pH meter resolution:
3digits

1set 구입 (2011) 3,000,000 시험용액 pH
측정

구입 Isocraticpump
0.001~5.0
L/min

1set 구입 (2011) 6,500,000
시험용액 Flow
조

구입 온습도 제어장치 온도/습도 1set 구입 (2011) 7,000,000 러 박스
분 기 조

합 계 380,600,000

제3 연구시설 장비 제작/구입/유지보수 황

본 연구기간 동안 과제수행에 사용된 연구시설 장비를 표 7-3-1에 정리하 다.

Table7-3-1.FacilitiesandInstruments

*:소요 산 약 2억 산 부족분에 해당하는 약 1억원을 타과제에서 지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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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원격조종기 사용 유지 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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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종기 사용 유지 리 차

1.원격조종기의 주요부 명칭

본 차폐 러 박스에 설치된 베타-감마형 원격조종기의 주요부 명칭은 그림 1과

같다.

THRU TUBEMASTER ARM SLAVE ARM

1

2

3

5

6

4

7

8

9

10

11

12

13

1 Gun 8 Leadshield

2 Switch 9 Slavetrunktube

3 Masterwristjoint 10 Intermediatetube

4 Masterboom tube 11 Slaveboom tube

5 Springbalance 12 Slavewristjoint

6 Mastertrunktube 13 Tong

7 Weightbalance

Fig.1.Namesofthemajorfunctionsofbeta-gammatypemanipulator.

2.원격조종기의 동작 구성도 작동방법

원격조종기의 동작은 크게 arm motion(X, Y, Z motion)과 tong

motion(elevation,twist,azimuthmotion)으로 구분된다.이 여섯 가지 motion 에

서 wire로 작동하는 것은 arm의 z-motion과 tong의 elevation,twist,azimuth

motion이며,이들 motion의 동작 구성도는 그림 2～7에 나타내었다.



- 718 -

Fig.2.Tongmotion.

Fig.3.Elevation& twistmotion.

Fig.4.Azimuth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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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Springbalance.

Fig.6.Counterwire.

Fig.7.Z-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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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격조종기의 동작

원격조종기의 arm motion은 x,y,z의 세 가지가 있으며,그림 8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작업자의 시선을 기 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이 X-motion, ,후로 움직이

는 동작이 Y-motion이,상,하로 움직이는 동작이 Z-motion이다.

Z-motion

(a)X-motion (b)Y-motion (c)Z-motion

Fig.8.Arm motion.

한 X Ymotion은 동기 작동이 가능하며,그림 9의 X,Y 환버튼으로 동

기 작동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색 버튼은 (+)방향으로,녹색 버튼은 (-)방향으로 움

직이게 한다.

Fig.9.Electricalbuttonsformovingdirectionongun.

원격조종기의 tongmotion도 세 가지 방향의 동작으로 구분되며,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slaveboom tube를 기 으로 tong이 상하로 회 하는 elevation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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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vewristjoint를 기 으로 tong이 회 하는 twistmotion,그리고 intermediatetube

를 기 으로 slaveboomtube가 회 하는 azimuthmotion으로 나 어진다.

(a)elevationmotion

(b)twistmotion

(c)azimuthmotion

Fig.10.Tongmotionofbeta-gammamanipulator.

4.Wire tong의 tension조 방법

작업자에 의해 가해진 힘을 달하기 해 사용된 wire는 한 tension을 유

지하는 것이 요하다.Tension이 과하게 작용된 경우 wire 손의 원인이 되고,반

의 경우 wire가 wheel로부터 이탈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Tension조 장치로서 turnbuckle을 사용하며,turnbuckle은 모두 우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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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므로 그림 11의 조 볼트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wire의 tension이 증가하고,왼

쪽으로 돌리면 tension이 감소한다.Turnbuckle은 wire의 tension뿐만이 아니라

finger의 tension과 간격을 조 하기 해 사용되며,그림 12의 조 버를 오른쪽으

로 돌리면 finger의 유격이 감소하고,왼쪽으로 돌리면 유격이 증가한다.

조절 볼트조절 볼트

Fig.11.Turnbuckleforwiretensioncontrol.

조절 레버

Trigger

Gun

체결 볼트

Fig.12.Leverfortongtensioncontrol.

5.Motionlocksystem

하 을 가하지 않으면 원격조종기는 그림 13과 같은 상태로 복원된다.그러나

핫셀 등에 설치 는 인출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도 에 motion을 정지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모든 motion을 정지 시킬 수 있는 motionlocksystem

이 장치되어 있다.Motionlocksystem은 모두 gun의 주 에 장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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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locking lever

Tong motion
locking lever

X, Y-motion
locking button

Fig.13.Motionlocksystem.

각 motionlockingsystem의 사용은

a)X,Y-motion:button을 당기면 locking되고, 르면 해제된다.

b)Tongmotion:lever를 르면 locking이 되고,올리면 해제된다.

c) Other(Z-motion, elevation/twist/azimuth motion): lever를 당기면

locking이 되고, 면 해제된다.

그림 13은 모든 motion이 lock 치에 있는 상태이다.

6.원격조종기의 설치

원격조종기를 설치하기 에 walltube를 깨끗이 청소하고 간섭을 일으킬만한

장애물을 제거한다.원격조종기를 설치할 때 slavearm이 thrutube와 일직선이 되

도록 extend시켜 locking한 후,crane등을 이용하여 walltube속으로 어 넣고

체결용 볼트로 고정한다.그림 14는 원격조종기가 설치된 사진이다.

(a)Outside (b)Inside

Fig.14.Exampleofaninstalled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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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각 motion에 한 wire의 교체 방법

1)Tongmotion의 wire교체 방법

Tongmotion이라 함은 작업자가 gun의 trigger를 당겼을 때,tong에 부착된

finger가 상물을 잡거나 놓는 동작을 말한다.

•Masterarm 상부의 drum hole과 bracket의 hole을 이용하여 masterboom

tube를 안 핀(Φ6XL50,1EA)으로 그림 15와 같이 고정시킨다.

•Masterboom tube를 끝까지 올린 후 상단의 hole에 고정핀(Φ6X L150,2EA)

을 통시켜 고정시킨다.

•Master slave쪽 wristjoint에 안 핀(Φ3XL80)을 그림 16과 같이 고정시

킨다.이 게 세 가지의 고정핀을 설치하면 원격조종기의 azimuthmotion과

tongmotion을 제외한 모든 motion이 locking상태가 된다.

고정핀

drum

Fig.15.Fixingpinonupsideofmaster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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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핀

Wrist joint

Fig.16.Fixingpinonmaster/slavewristjoint.

2)Gun부분의 손된 wire(BM01M)를 교체할 경우

•그림 17과 같이 slavearm이 낙하하지 않도록 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Springbalance를 떼어낸다.

•그림 18과 같이 WireNo.BM01～M05까지의 turnbuckle을 풀고 각 wire에 무

게추를 매단다.

•Master wristjoint와 boom tube의 고정 볼트와 핀을 제거하고 master

wristjoint를 내린다.이때,반드시 masterwristjoint에 고정핀을 체인 사이

로 삽입하여 wristjoint가 회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손된 wire를 제거하고,wireNo.BM01M을 감는다.

Slave trunk tube

Intermediate tube

Slave boom tube

고정 끈

Slave wrist joint

FIg.17.Lockingofaslavearm with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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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buckle

무게추

Master trunk tube

Fig.18.UnlockstateofwireNo.BM01～BM05.

Turnbuckle

고정핀 치

Master wrist joint

Master boom tube

Fig.19.Unlockstateofmasterwristjoint.

3)Slave부분의 손된 wire를 교체할 경우

•그림 18과 같이 wireNo.BM01～ BM05의 turnbuckle을 풀고 각 wire에 무

게추를 매단다.

•Slavewristjoint와 boom tube의 고정 볼트와 핀을 제거하고 그림 20과 같이

slavewristjoint를 내린다.이때,반드시 slavewristjoint의 고정용 hole에 두

개의 고정핀을 체인 사이로 삽입하여 slavewristjoint가 회 하는 것을 방지

해야 한다.

• 손된 wire를 제거하고,wireNo.BM01S를 감는다.



- 727 -

고정핀 치

Slave wrist joint

Slave trunk tube

Slave boom tube

Intermediate tube

Fig.20.Unlockofslavewristjoint.

8.Elevation twistwire의 교체방법

•Masterarm 상부의 drum hole과 bracket의 hole을 이용하여 masterboom

tube를 안 핀(Φ6XL50,1EA)으로 고정시킨다.

•Masterboom tube상단의 hole에 고정핀(Φ6X L150,2EA)을 통시켜 고정

시킨다.

•Master slavewristjoint에 안 핀(Φ3X L80)을 고정시킨 후,spring

balance를 제거한다.

•그림 18과 같이 wireNo.BM01～BM05의 turnbuckle을 풀고 각 wire에 무게

추를 매단다.

1)Master부분의 손된 wire를 교체할 경우

•그림 18과 같이 Masterwristjoint의 볼트와 핀을 제거한다.

•그림 19와 같이 masterwristjoint를 내린 후,두 개의 고정핀을 삽입하여

wristjoint가 회 하는 것을 방지한다.

• 손된 wire를 제거하고,wireNo.BM02M,BM03M,BM04M,BM05M을 체

결한다.

2)Slave부분의 손된 wire를 교체할 경우 :

•그림 20과 같이 slavewristjoint의 볼트와 핀을 제거하고 wristjoint를 내린

다.이때,반드시 slavewristjoint의 고정용 hole에 두개의 고정핀을 체인 사

이로 삽입하여 slavewristjoint가 회 하는 것을 방지한다.

• 손된 wire를 제거하고,wireNo.BM02S,BM03S,BM04S,BM05S를 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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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zimuthmotionwire의 교체방법

Azimuthmotion은 slavearm의 intermediatetube를 기 으로 slavearm tube

가 회 하는 것으로,이러한 azimuthmotion을 해 사용되는 wire는 wireNo.

BM07M,BM08M,BM07S,BM08S의 네 개이다.

1)Master쪽의 wire(wireNo.BM06M,BM07M)교체

•그림 21의 Springbalancebox를 해체한 후,mastertrunktube에 설치된 두

개의 고정핀을 해제한다.

•WireNo.BM06M을 교체할 경우에는 drum의 상부에,wireNo.BM07M을 교

체할 경우에는 drum의 하부에 체결한 후 turnbuckle을 연결한다.

Spring balance box

체결 볼트

Drum

Wire No. BM07M

Wire No. BM06M

Fig.21.Wireforazimuthmotionanddrum.

2)Slave쪽의 wire(wireNo.BM06S,BM07S)교체

•Turnbuckle을 연결한 후 master에서 slave쪽으로 wire를 연결한다.

•WireNo.BM06S를 교체할 경우에는 drum의 상부에,wireNo.BM07S를 교체

할 경우에는 drum의 하부에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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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 No. BM06S

Wire No. BM07S

Drum

Fig.22.Wireanddrum forAzimuthmotion.

10.Springbalance용 wire의 교체 방법

Springbalance는 wireNo.BM08과 springbalancebox내에 설치된 스 링

을 이용하여 작동된 arm을 복원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Spring balance의

wire(BM08)가 끊어지면 masterarm과 slavearm이 자유낙하하여 master slave

arm에 심각한 결함을 래할 수 있으므로,wire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1)Springbalance부분의 해제

•모든 운동방향의 motion을 locking하고,slavearm이 낙하하지 않도록 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그림 23에 표시된 1번 볼트를 반 바퀴 정도 풀고,2번 볼트를 반시계 방향으로

클러치를 해제할 만큼 돌린다.

•스 링의 장력이 없어질 때까지 2번 볼트를 시계방향으로 돌린 후 클러치를

걸고 2번 볼트를 고정시킨다.여기서,2번 볼트를 작업할 때 치를 이용하여

당한 힘으로 spring의 힘을 제어하지 않으면 spring이 고속으로 풀리면서 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Springbalancebox의 cover를 열고 그림 24와 같이 가공된 홈에 체결된 wire

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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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balance box

2번 볼트

1번 볼트

Fig.23.Springbalancebox.

2번 볼트

Wire 체결 가공 홈

Wire No. BM08

Box cover

Fig.24.ConnectionstateofwireNo.BM08insideofspringbalancebox

2)Masterboom tube내 bracket부분의 해제

•모든 운동방향의 motion을 locking하고,slavearm이 낙하하지 않도록 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Mastertrunktube의 상부 홈에 그림 25의 bracket이 보이도록 masterboom

tube의 높이를 조 한다.

•Bracket에 체결되어 있는 clip(그림 25의 원의 안쪽)을 살짝 들어올리면 wire

No.BM08은 쉽게 해제된다.

•WireNo.BM08은 상기 과정을 참고로 하여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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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5.Bracketinsideofmastertrunktube.

11.Z-motion용 wire의 교체방법

Z-motion은 slavetrunktube를 기 으로 intermediatetube와 slaveboom tube

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으로,이러한 Z-motion을 해 사용되는 wire는 wireNo.

BM09M,BM12,BM13,BM14의 네 개다.WireNo.BM10과 BM11은 master

trunktube와 masterboom tube를 연결하기 해 용되었고,wireNo.BM15는

intermediatetube와 slaveboom tube를 연결하기 해 용되었다.

1)WireNo.BM09의 교체

•Wire의 한쪽 끝을 masterarm 상부 드럼 slavedrum의 아랫부분에서부터

세 바퀴 반을 감는다.

•Master쪽에서 slave쪽으로 wireNo.BM09를 연결한 후,그림 27과 같이

slavearm의 고정용 turnbuckle에 체결한다.

Wire No. BM09

Wire No. BM13

Wire No. BM12

Wire No. BM14

Master drum

Slave drum

Fig.26.WireNo.BM09formaster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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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turnbuckle

Wire No. BM09

Fig.27.WireNo.BM09forslave.

2)WireNo.BM10과 BM11의 교체

•그림 28에서 지시된 masterarm 상부의 고정용 볼트에서 clip된 부분을 먼

삽입하여 볼트를 끝까지 체결한 후 wire를 연결한다.

•그림 29의 bracket이 보일 때까지 masterarm을 내리고,그 bracket에 clip된

wire를 체결한다.

고정 볼트

Master arm 상

Fig.28.WireNoBM10andBM11onmasterarm.

Bracket

Master trunk tube

Fig.29.WireNoBM10andBM11insideofMasterarm.

3)WireNo.BM12의 교체

그림 26(5-12)에서 직경이 작은 드럼의 윗부분에서부터 wire의 한쪽 끝의 반

바퀴 감고,wire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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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WireNo.BM13M의 교체

Wire의 clip된 한쪽 끝을 masterarm 상부 드럼 masterdrum(그림 26참

조)의 아랫부분에서부터 세 바퀴 반을 감고,wire를 연결한다.다른 쪽 끝은 master

boom tube안의 bracket 부분에 고정한다.

Wire No. BM14

Master trunk tube

Wire No. BM13

Fig.30.WireNo.BM13,BM14ofmastertrunktube.

5)WireNo.BM14의 교체

Wire의 clip된 한쪽 끝을 masterarm 상부 드럼 masterdrum의 윗부분(그

림 26참조)에서부터 반 바퀴 감고,wire를 연결한다.다른 쪽 끝은 그림 30에서 표

시된 masterboom tube내부의 bracket아랫부분에 고정한다.

6)WireNo.BM15의 교체

Elevation twistwire의 교체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wireNo.BM01～BM05

를 해제하고,wireNo.BM12의 tension제거한 후,slaveboom tube내의 bracket

(그림 31참조)에 clip된 한쪽 끝을 연결하고,wire를 연결한다.

WireNo.BM15의 연결 작업은 모든 wire의 tension이 제거된 상태에서 수행

되어야 하므로, 체 으로 wire를 교체할 경우,wireNo.BM15를 가장 먼 연결

하여야 한다.

Wire No. BM15

Slave trunk tube

Fig.31.WireNo.BM15ofslavearm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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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원격조종기 wiresystem의 분해 조립

1)원격조종기 wiresystem의 분해

•원격조종기를 walltube에서 꺼내어 거치 로 옮긴다.

•Tong motion wire교체방법의 1～3번에 따라 각각의 고정핀을 설치하여,

azimuth와 tongmotion을 제외한 모든 motion을 locking한다.

•Control단자를 분리한다.

•Gun의 tension조 용 버를 완 히 풀고,trigger내에 있는 bracket으로부터

wire를 빼낸 후,체결용 볼트를 풀고 gun을 해제한다.

•Springbalance용 wire의 교체방법을 참조하여 springbalance를 해제한다.

•WireNo.BM01～BM05의 turnbuckle을 풀고 각각에 무게추를 매단다.

•WireNo.BM01～BM05의 풀린 부분에 있는 turnbuckle을 완 히 떼어내고,

각 clip을 단한다.

•Masterwristjoint의 볼트 핀과 아래쪽 무게추를 제거한 후,masterwrist

joint를 돌려 빼내면 그림 32와 같이 wristjoint가 해제된다.

Fig.32.Masterwristjointseparatedfrom masterboom tube.

•Slavewristjoint의 볼트 핀과 쪽 무게추를 제거한 후,slavewristjoint

를 돌려 빼내면 그림 33과 같이 wristjoint가 해제된다.

Fig.33.Slavewristjointseparatedfrom slaveboom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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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arm 하단의 wirelockingblock을 해제한다.

•Wire No.BM06과 BM07에 연결된 turnbuckle을 풀고 BM06G,BM06F,

BM07G,BM07F의 wire를 해제한다.각 Wire의 해제방법은 "Azimuthmotion

용 wire의 교체방법"을 따른다.

•Springbalance용 wire의 교체방법에 따라 wireNo.BM08을 해체한다.

•Z-motion용 wire의 교체방법에 따라 wireNo.BM09를 해체한다.이 게 wire

No.BM09를 해제한 상태에서 slavetrunktube와 slaveboom tube를 묶어둔

끈을 풀면 slaveboom tube가 자유낙하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Wire locking block

Wire & wheel

Master trunk tube

Fig.34.Wirelockingblock.

•Z-motion용 wire의 교체방법에 따라 wireNo.BM10과 BM11을 풀고,drum에

있는 고정핀을 제거하면 masterboom tube가 낙하한다.Mastertrunktube의

쪽 hole에 bracket이 보일 때까지 내린 후,좌우 양쪽의 clip을 제거하여

wireNo.BM10과 BM11을 해체한다.이 게 두 wire를 해제하면 master

boom tube내의 H형 bracket이 빠져 나온다.

Fig.35.Htypebracketofmasterboom tube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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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otion용 wire의 교체방법에 따라 masterarm 상부의 작은 드럼 쪽에 있

는 12번 wire를 풀고,intermediatetubecarriage의 볼트를 빼내면 12번 wire

가 해제된다.

•Mastertrunktube의 상부 정면 홀에 bracket이 보일 때까지 올린 후,bracket

상부에 연결된 볼트를 풀면 wireNo.BM13이 해제된다.여기서 wireNo.

BM13은 상부의 큰 드럼의 아래쪽에서 출발하여 master boom tube

carriage(bracket)의 쪽으로 연결되고,wireNo.BM14는 쪽에서 출발하여

masterboom tubecarriage(bracket)의 아래쪽으로 연결된다.

•상기 작업에서 bracket의 하부에 연결된 볼트를 풀고,그림 36(a)의 cover를

연 후 (b)의 이탈방지용 볼트를 당히 풀면 14번 wire를 wheel에서 이탈시킨

다.만약 wire를 wheel에서 이탈시키지 않으면 clip에 걸리어 wire가 해제되지

않는다.

cover

Master trunk tube

Master boom tube

(a)Coverforelectricaldevice

탈방지 볼트

Master boom tube

(b)Lockbolt

Fig.36.Coverforelectricaldeviceandlockb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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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otion용 wire의 교체방법에 따라 slavearm의 아래쪽에 있는 bracket에 연

결된 clip을 빼내고,slavearm 상부에 있는 hole에 bracket이 보일 정도로

slaverarm을 상승시킨 후 bracket에 체결되어 있는 clip을 빼내면 wireNo.

BM15번 wire가 해제된다.15번 wire가 해제되면 slaveboom tube는 자유 낙

하 하므로 주의한다.

2)원격조종기 wiresystem의 조립

Wire의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하되,wire를 각종 tube속으로 넣는 작업은

다음을 따른다.

A.Masterboom tube에 wire를 넣는 경우.

•WireNo.BM01M～BM05M을 masterwristjoint에 연결한 상태에서 그 끝을

leader의 뒷부분에 붙인다.이때 wire간 꼬임을 방지하기 해 wireclamp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Leader Wire clamp Wrist joint

Fig.37.Aleaderattachedwire.

•그림 38과 같이 leader의 앞부분을 masterboom tube속으로 어 넣는다.

•그림 39에 표시된 원이 있는 부분의 hole로 Leader를 꺼내고 다시 tube를 통

해 아래로 내린다.이때 leader가 hole로 빠져나올 때는 wheel사이로 나와야

한다.

•Leader의 앞부분이 masterboom tube로 다시 나오면 그림 40과 같이 연결되

고,leader를 계속 당기면 wire가 wheel의 한 치에 장착된다.

•Wire가 모두 나오면 leader를 제거하고 무게추를 달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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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치 cover

Leader

Master boom tube

Fig.38.Attachingofaleadertowire.

Boom튜브
안쪽 로 라감

Trunk Boom튜브
사 로 내려

Fig.39.Movingpathofleaderfor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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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0.Leaderconnectionstate.

Wrist joint Wire clamp Leader

Fig.41.Leaderattachingtowireforslave.

B.Slaveboom tube에 wire를 넣는 경우.

•WireNo.BM01S～BM05S를 slavewristjoint에 연결한 상태에서 그 끝을

leader의 뒷부분에 붙인다.이때 wire간 꼬임을 방지하기 해 wireclamp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Master작업과 마찬가지로 leader앞부분을 slaveboom tube속으로 어 넣

는다.

•그림 42에 표시된 부분의 hole로 leader를 꺼내고 thrutube를 통해 화살표 방

향으로 wire를 넣는다.이때 leader가 hole로 나올 때는 wheel사이로 나와야

한다.

•Leader의 앞부분이 thru tube를 통과한 후,leader를 계속 당기면 wire가



- 740 -

wheel의 한 치에 장착된다.

•Wire가 모두 나오면 leader를 제거하고 무게추를 달아둔다.

Boom튜브
안쪽 로 라감

Trunk Inter.튜브
사 로 내려

Trunk튜브
바깥 로 라감

Fig.42.Movingpathofleaderforsl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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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B

잔류 핵분열생성기체 정량 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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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핵연료 내 잔류 크립톤의 정량

1.개 요

이 차서에서는 조사핵연료 내 잔류 크립톤의 농도를 결정하기 한 조사

핵연료 융해,방출기체 포집 포집기체의 측정 차에 해 기술하 다.

미량의 조사핵연료를 속조연제와 함께 헬륨기체 분 기의 흑연도가니에

서 극로(electrodefurnace)를 이용하여 불활성기체융해법으로 완 융해

시킨다.이 때 방출되는 잔류기체를 정량 으로 포집하여 포집체 을 측정

하고 사 극자질량분석기로 크립톤의 동 원소 분포를 측정하여 조사핵연

료 내 잔류 크립톤의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2. 용 범

이 분석 차는 약 0.01g-0.1g의 조사핵연료 내에 잔류 핵분열생성기체로

존재하는 크립톤의 정량분석에 용한다.

3.기구 시약

3.1 기 구

3.1.1헬륨 바탕기체에 일정량의 크립톤이 혼합되어 있는 표 기체

3.1.2흑연도가니(LECO782-720혹은 동 이상)

3.1.3주석 펠릿(LECO761-739혹은 동 이상)

3.1.4니 바스켓(LECO502-344혹은 동 이상)

3.2장치 시설

3.2.1소숫 이하 넷째 자리까지 측정 가능한 정 울

3.2.2원격조종 가능한 진공청소기

3.2.3조사핵연료 폐기물을 보 할 수 있는 시료 폐기물 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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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미량기체포집장치 내용 약 1리터의 시료포집병

3.2.5미량의 기체를 정량 으로 주입할 수 있는 고진공 기체주입장치

3.2.6불활성기체 융해법에 의한 속의 수소 혹은 질소/산소 분석기 극로

(LECORH-600Hydrogendeterminator EF-500 극로 혹은 동 이

상)

3.2.7질량 측정범 300amu이며 약 1ppm 이상의 크립톤 제논의 정량분석

이 가능한 사 극자질량분석기 련 소 트웨어( 국 HIDEN사의

HPR-20QICSystem 혹은 동 이상)

3.2.8조사핵연료의 취 이 가능한 방사선차폐 러 박스 기타부속장치

3.2.9조사핵연료 약 1g을 안 하게 이송할 수 있는 방사선차폐 시료이송 용기

4.조사핵연료 융해 기체포집 차

4.1기기 열

조사핵연료 융해장치로 응용할 RH-600Hydrogendeterminator(이하 수

소 분석기)에 고순도 헬륨 20psi,질소 40psi로 흘려주면서 약 4시간 이상 열

시킨다.

4.2시료 비

핫셀 내에서 피복 을 제거한 조사핵연료를 마이크로 단기로 약 0.01

g-0.1g정도 되게 단한다.조사핵연료 1개 소결체를 가능한 반경방향으

로 심, 간,최외각의 3부분으로 구분하여 단한다. 단한 조사핵연료

시료는 단 과정에서 사용한 냉각수가 조사핵연료 자체붕괴열에 의해 건

조되도록 방치해둔다. 단한 시료가 완 히 건조되면 미리 무게 달아둔

알루미늄 재질의 소형 시료 용기에 담고 뚜껑을 닫는다.이 시료용기에는

시료를 확인 할 수 있는 표시를 미리 해두어야 한다.이 게 비한 시료

를 비닐팩에 하고 시료 이송용기로 이송한다.

4.3조사핵연료 융해

4.3.1 수소분석기의 furnace parameter를 out gassing 950 A, 15

2사이클,analyzing850A,100 로 설정해둔다.

4.3.2이송한 조사핵연료 시료를 차폐 러 박스 내로 투입한다.

4.3.3정 울로 조사핵연료가 들어 있는 알루미늄 용기를 소숫 이하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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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까지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4.3.4차폐 러 박스 면의 “UP/DN"스 치를 한번 러 EF-500electrode

furnace(이하 극로)의 시료 투입구를 연다.

4.3.5원격조종기로 알루미늄 용기의 뚜껑을 열고 극로의 시료 투입구에 투입

한다.

4.3.6시료 투입 후 조연제인 니 바스켓 1개를(1.0g)투입한다.

4.3.7시료 조연제 투입 후 정 울로 빈 알루미늄 용기의 무게를 소숫

이하 넷째 자리까지 측정하여 시료의 무게를 구하고 그 값을 수소분석기

에 입력한다.

4.3.8“UP/DN”스 치를 다시 러 극로의 하부 극을 내린다.

4.3.9“UP/DN”스 치를 다시 러 오토크리 로 극로의 상부 극 하부

극을 청소한다.

4.3.10오토크리 에 의한 청소가 끝나면 하부 극에 다른 조연제인 주석 펠릿

2개가 들어 있는 흑연도가니를 올리고 “UP/DN”스 치를 른다.

4.3.11이후 분석설정 명령에 따라 시료의 융해가 시작된다.

4.4기체포집

4.4.1 수소분석기의 최종 방출구는 기체포집장치의 MFC입구에 연결되어 있어

야 한다.

4.4.2수소분석기로부터 방출되는 기체를 포집하지 않을 시 운반기체의 흐름 방

향은 by-pass방향으로 한다.

4.4.3미리 1.0E-5torr이하로 진공 배기한 내용 약 1000Cm
3
의 시료 포집병

을 기체포집장치에 연결한다.

4.4.4다이아 램 펌 로 기체포집장치와 시료 포집병 사이의 배 을 충분히 진

공 배기한다.

44.5 극로에 시료가 투입되기 시료 포집병의 밸 를 열어 시료 포집 비를

한다.

4.4.6흑연도가니의 outgassing이 끝나고 시료가 투입되면 기체포집장치의 솔

노이드밸 를 작동시켜 헬륨 운반기체를 시료포집병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4.4.7이 상태에서 시료포집병에 약 120 간 기체 시료를 포집한다.

4.4.8이때 약 100 간은 450mL/min의 기체유량을 유지하다가 시료 포집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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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시료가 계속 주입되면 압력증가에 의해 기체유량이 감소하게 된다.

4.4.9약 120 간의 시료 포집이 끝나면 기체포집 장치의 솔 노이드밸 를 작

동시켜 헬륨 운반기체를 bypass시키고 시료포집병의 밸 를 닫는다.

4.4.10시료 포집장치에서 시료포집병을 분리한다.

4.4.11시료포집병을 기체시료 혼합장치의 실린더 상부에 올린다.

4.4.12시료포집병이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시료 혼합장치에 원을

넣고 시료 포집병을 회 시킨다.

4.4.13이때 회 속도는 시료 포집병이 추락하지 않을 정도로 조 하며 약 2시

간 정도 회 시킨다.

5.사 극자질량분석 차

5.1사 극자질량분석기 열

5.1.1사 극자질량분석기의 메인 스 치를 켜서 기기를 작동시킨다.

5.1.2이 상태에서 기기를 진공 배기하여 10
-9
torr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 진공

배기시킨다.

5.1.3진공배기 시 리크밸 와 기체주입장치 사이의 배 을 진공 배기시켜 주면

기기의 진공도를 빨리 높일 수 있다.

5.1.4사 극자질량분석기 이온화부의 진공도가 10
-9
torr에 도달하면 필라멘트를

켠다.

5.1.5이 때 필라멘트 자체의 outgassing에 의해 순간 으로 진공도가 떨어지

지만 바로 정상을 유지한다.

5.1.6필라멘트를 켠 상태에서 기기의 진공도가 다시 1.0E-9torr에 도달할 때까

지 계속 진공 배기 시킨다.

5.1.7목표 진공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기기를 켠 후 약 2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기는 24시간 계속 가동시켜 두는 것이

좋다.

5.2기체주입장치 배기

5.2.1사 극자질량분석기 열과 함께 기체주입장치도 진공 배기시킨다.

5.2.2기체주입장치의 최 진공배기 시 주입장치와 연결된 표 기체 메니폴더

연결 밸 혹은 표 기체병과 연결된 밸 를 열어 배 을 함께 진공 배

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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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사 극자질량분석기 리크밸 와 연결된 배 의 밸 를 열어 배기시킨다.

5.2.4기체주입장치와 리크밸 사이 배 이 충분히 배기되었으면 밸 를 닫고

계속 진공 배기시킨다.

5.2.5기체주입장치와 표 기체 연결배 의 진공도가 10
-4
torr이하에 도달하면

표 기체 연결배 을 차단하고 기체주입장치를 계속 진공 배기시킨다.

5.2.6이 게 하여 기체주입장치 자체의 진공도를 1.0E-5torr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5.2.7기체주입장치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고진공 유지가 어려울 경우 기

체주입장치에 장치되어 있는 히 멘틀을 가동하여 200
O
C에서 약 3시간

이상 베이킹시켜 수분 탈착 효율을 높여 다.

5.3바탕값 측정

5.3.1사 극자질량분석기의 필라멘트를 켠 상태에서 이온화부의 진공도가 10
-9

torr이하에 도달하 을 때 바탕값을 측정한다.

5.3.2바탕값 측정조건은 시료 측정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설정한다.

5.3.3이 상태에서 크립톤 84의 바탕값(c/s)을 MID모드에서 사이클링 방식으로

측정하고 평균값을 기록한다.

5.3.4다시 크립톤 동 원소 83,84,85,86의 바탕값(c/s)을 같은 방법으로 측정

한다.

5.4사 극자질량분석기의 표 검정

5.4.1퍼센트(%)농도의 표 검정곡선

5.4.1.1헬륨 바탕기체에 크립톤이 0.05v%-30v% 범 로 혼합되어 있는 표

기체를 농도부터 시작하여 기체주입장치에 장착되어 있는 압력계

(MKSBaratongauge1000torr)로 기체주입장치에 일정압력 주입한다.

이때 표 기체의 주입압력은 실제 포집한 기체 시료 분석 시 주입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따라서 조사핵연료융해 시 포집한 시료 분석 후 시료의

압력과 같은 압력으로 표 기체를 주입하여 다시 표 검정할 수 있다.

5.4.1.2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리크밸 를 조 하여 이온화부의 진공도가 약

10
-7
torr가 되도록 주입속도를 조 한다.이온화부의 진공게이지는 상

압력게이지이므로 리크밸 의 열림 상태가 일정해도 표 기체의 조성에

따라 진공도가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최 에 리크밸 를 조 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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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진공도가 유지되었으면 이후 실험에서 리크밸 를 조 해서는 안된

다.

5.4.1.3이온세기(c/s)측정 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SEM 압 2400V,emissioncurrent400μA,측정시간 500μS

여기서 emissioncurrent 측정시간은 시료의 크립톤 농도에 따라

하게 조 할 수 있다.

5.4.1.4이 측정조건에서 MID mode의 사이클링 방식으로 크립톤(84)의 이온세

기(c/s)를 측정한다.

5.4.1.5다시 크립톤 동 원소 78,80,82,83,84,86의 이온세기(c/s)를 측정하여

동 원소 분포비를 구한다.

5.4.2피피엠(ppm)농도의 표 검정곡선

5.4.2.1헬륨 바탕기체에 크립톤이 각각 0.05∼10μL/L범 의 표 기체를 비

한다.

5.4.2.2이 표 기체를 농도가 낮은 시료부터 기체주입장치에 압력계 (MKS

Baraton1000torr)로 일정압력을 주입한다.이때 주입압력은 포집한 기

체 시료의 분석 시 주입압력과 같아야 한다.따라서 실제 시료 측정 후

시료의 압력과 같은 압력으로 표 기체를 주입하여 다시 표 검정 할

수 있다.

5.4.2.3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리크밸 를 조 하여 이온화부의 진공도가 약

10
-6
torr가 되도록 주입속도를 조 한다.이온화부의 진공게이지는 상

압력게이지이므로 리크밸 의 열림 상태가 일정해도 표 기체의 조성에

따라 진공도가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최 에 리크밸 를 조 하여 원

하는 진공도가 유지되었으면 이후 실험에서 리크밸 를 조 해서는 안

된다.

5.4.2.4이하 5.4.1.4-5.4.1.5와 같은 방법으로 이온세기(c/s)를 측정한다.

5.4.3One-point표 검정

5.4.3.1시료의 상되는 크립톤 농도와 비슷한 농도의 표 기체를 사 극자질량

분석기의 기체주입장치에 주입한다.이때 주입압력은 포집한 기체 시료

의 분석 시 주입압력과 같아야 한다.따라서 실제 시료 측정 후 시료의

압력과 같은 압력으로 표 기체를 주입하여 다시 표 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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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2이하 5.4.2.3-5.4.2.4와 같은 방법으로 이온세기(c/s)를 측정한다.

5.5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

5.5.1조사핵연료 융해 시 방출되는 기체를 포집한 시료포집병을 사 극자질량

분석기의 기체주입장치에 연결한다.

5.5.2기체주입장치와 시료포집병 사이의 포트를 열고 연결배 을 진공 배기한

다.

5.5.3기체주입장치의 진공도가 1.0E-5torr이하에 도달하면 진공배기를 차단하

고 시료포집병의 밸 를 열어 시료를 주입한다.

5.5.4일정 시간이 지난 후 압력계(MKS1000torr)의 숫자가 안정되면 주입

시료의 압력을 읽고 기록한다.

5.5.5표 검정곡선 차와 같은 조건에서 MID mode사이클링 방식으로 크립

톤(84)의 이온세기(c/s)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5.5.6같은 측정조건에서 크립톤 동 원소 83,84,85,86의 이온세기(c/s)를 측정

하여 동 원소 분포비를 구한다.

6.분석결과계산

6.1표 검정곡선 작성법

6.1.1표 검정곡선을 선형회귀하여 직선성(R
2
)을 검토하고 선형방정식으로 부터

크립톤의 편 기울기를 구한다.

6.1.2측정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크립톤 동 원소 분포비를 구한다.

6.1.3식 (1)에 따라 표 검정곡선으로부터 크립톤의 농도를 계산한다.

6.1.4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동 원소 분포는 천연 크립톤 동 원소 분포와

다르므로 식 (2)에 따라 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크립톤 84분포비를 보정

한 크립톤 농도를 구한다.

 


 ------(1)

  ×


-----(2)

여기서

x=식(1)로 구한 Kr농도(v%)

y=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Kr84의 이온세기(c/s)

a=표 검정곡선으로부터 구한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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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표 검정곡선으로부터 구한 편

K1=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Kr84분포 백분율(%)

6.2One-point표 검정법

6.2.1식 (3)과 같이 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크립톤(84)의 이온세기(c/s)를 표

기체의 크립톤(84)이온세기(c/s)와 비교하여 동 원소분포비를 보정하지

않은 농도를 구한다.

6.2.2핵분열생성기체의 크립톤 동 원소 분포는 천연 크립톤 동 원소 분포와

다르므로 식 (2)에 따라 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크립톤 84분포비를 보정

한 크립톤 농도를 구한다.

 ×


----(3)

여기서

x=식(3)으로 구한 Kr농도(v%)

S=표 검정에 사용한 표 기체의 크립톤 농도(v%)

Isample=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크립톤(84)의 이온세기(c/s)

ISTD=표 기체의 크립톤(84)의 이온세기(c/s)

6.3잔류 크립톤 농도 계산

6.3.1식(4)로부터 핵연료 융해 시 시료 포집병에 포집한 기체의 체 을 구한다.

  ×××

 ×
----(4)

여기서

V=표 상태에서 시료 포집병에 포집한 핵분열생성기체의 체 (L)

P0=포집한 기체시료를 기체주입장치에 주입하 을 때의 압력(torr)

V1=기체주입장치의 내용

V2=기체시료 포집병의 내용

T0=측정온도(K)

6.3.2식(5)로부터 조사핵연료 내 잔류 크립톤의 농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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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여기서

Kr(μL/g)=조사핵연료 내 잔류 크립톤의 농도(μL/g)

VKr=포집한 기체시료의 크립톤 농도(μL/L)

V=시료 포집병에 포집한 기체 시료의 표 상태에서의 체 (L)

WSF=실험에 사용한 조사핵연료의 무게(g)

7.안 조치

7.1일반안

7.1.1수소분석기에 용량 원(220V,50A)을 사용하므로 장비 시설의

지를 철 히 하고 기안 에 주의한다.

7.1.2 극로에는 최고 950A의 고 류가 인가되므로 극로 작동 시 극

에 주의한다.

7.1.3 극로 가동 시 약 2000
O
C이상의 고온 상태이므로 극로 가동 반드시

냉각장치 가동을 확인해야 한다.

7.1.4냉각장치의 수 를 검하고 설여부를 확인한다.

7.1.5사용한 흑연도가니는 고온이므로 화재에 유의한다.

7.1.6수소분석기 시스템에는 고압의 질소 헬륨을 사용하므로 고압가스 안

에 유의한다.

7.2방사선안

7.2.1조사핵연료 시료 취 실험실의 환기계통을 검하여 부압유지를 확인

한다.

7.2.2차폐 러 박스 아크릴 러 박스의 부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팬을 가동시켜 부압을 유지한다.

7.2.3수소분석기 최종방출구는 기체포집장치를 통과한 후 다시 차폐 러 박

스 내 배기 HEPA필터로 연결되어 방출되도록 한다.

7.2.4HEPA필터를 통과한 배기체는 공기오염감시기를 통과하여 방출되도록 한

다.

7.2.5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 시 발생된 융해물은 조사핵연료를 포함한 고방

사성 물질이므로 방사선 안 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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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발생된 융해물 사용한 도가니는 고 폐기물로 처리하기 해 잘

하고,시료 이송용기에 담아 조사후시험시설 핫셀로 이송한다.

7.2.7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 후 극로 주변을 제염하고 제염지의 오염도를

확인한 후 폐기물로 처리한다.

7.2.8실험에 사용한 조사핵연료의 무게를 소숫 이하 넷째 자리까지 측정,기

록하여 핵물질계량 리를 유지한다.

8.오차범

8.1시료포집병에 포집한 기체 체 의 반복측정 상 표 불확도는 약 5% 이하

이다.

8.2사 극자질량분석기에 의한 표 기체 크립톤의 반복측정 상 표 불확도는

약 5%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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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핵연료 내 잔류 제논의 정량

1.개 요

이 차서에서는 조사핵연료 내 잔류 제논의 농도를 결정하기 한 조사핵

연료 융해,방출기체 포집 포집기체의 측정 차에 해 기술하 다.

미량의 조사핵연료를 속조연제와 함께 헬륨기체 분 기의 흑연도가니에

서 극로(electrodefurnace)를 이용하여 불활성기체융해법으로 완 융해

시킨다.이 때 방출되는 잔류기체를 정량 으로 포집하여 포집체 을 측정

하고 사 극자질량분석기로 제논의 동 원소 분포를 측정하여 조사핵연료

내 잔류 제논의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2. 용 범

이 분석 차는 약 0.01g-0.1g의 조사핵연료 내에 잔류 핵분열생성기체로

존재하는 제논의 정량분석에 용한다.

3.기구 시약

3.1 기 구

3.1.1헬륨 바탕기체에 일정량의 제논이 혼합되어 있는 표 기체

3.1.2흑연도가니(LECO782-720혹은 동 이상)

3.1.3주석 펠릿(LECO761-739혹은 동 이상)

3.1.4니 바스켓(LECO502-344혹은 동 이상)

3.2장치 시설

3.2.1소숫 이하 넷째 자리까지 측정 가능한 정 울

3.2.2원격조종 가능한 진공청소기

3.2.2원격조종 가능한 진공청소기

3.2.3조사핵연료 폐기물을 보 할 수 있는 시료 폐기물 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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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미량기체포집장치 내용 약 1리터의 시료포집병

3.2.5미량의 기체를 정량 으로 주입할 수 있는 고진공 기체주입장치

3.2.6불활성기체융해법에 의한 속의 수소 혹은 질소/산소 분석기 극로

(LECORH-600Hydrogendeterminator EF-500 극로 혹은 동 이

상)

3.2.7질량 측정범 300amu이며 약 1ppm 이상의 크립톤 제논의 정량분석

이 가능한 사 극자질량분석기 련 소 트웨어( 국 HIDEN사의

HPR-20QICSystem 혹은 동 이상)

3.2.8조사핵연료의 취 이 가능한 방사선차폐 러 박스 기타부속장치

3.2.9조사핵연료 약 1g을 안 하게 이송할 수 있는 방사선차폐 시료이송 용기

4.조사핵연료 융해 기체포집 차

4.1기기 열

조사핵연료 융해장치로 응용할 RH-600Hydrogendeterminator(이하 수

소 분석기)에 고순도 헬륨 20psi,질소 40psi로 흘려주면서 약 4시간 이

상 열시킨다.

4.2시료 비

핫셀 내에서 피복 을 제거한 조사핵연료를 마이크로 단기로 약 0.01

g-0.1g정도 되게 단한다.조사핵연료 1개 소결체를 가능한 반경방향으

로 심, 간,최외각의 3부분으로 구분하여 단한다. 단한 조사핵연료

시료는 단 과정에서 사용한 냉각수가 조사핵연료 자체붕괴열에 의해 건

조되도록 방치해둔다. 단한 시료가 완 히 건조되면 미리 무게 달아둔

알루미늄 재질의 소형 시료 용기에 담고 뚜껑을 닫는다.이 시료용기에는

시료를 확인 할 수 있는 표시를 미리 해두어야 한다.이 게 비한 시료

를 비닐팩에 하고 시료 이송용기로 이송한다.

4.3조사핵연료 융해

4.3.1수소분석기의 furnaceparameter를 outgassing950A,15 2사이클,

analyzing850A,100 로 설정해둔다.

4.3.2이송한 조사핵연료 시료를 차폐 러 박스 내로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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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정 울로 조사핵연료가 들어 있는 알루미늄 용기를 소숫 이하 넷째

자리까지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4.3.4차폐 러 박스 면의 “UP/DN"스 치를 한번 러 EF-500electrode

furnace(이하 극로)의 시료 투입구를 연다.

4.3.5원격조종기로 알루미늄 용기의 뚜껑을 열고 극로의 시료 투입구에 투입

한다.

4.3.6시료 투입 후 조연제인 니 바스켓 1개를(1.0g)투입한다.

4.3.7시료 조연제 투입 후 정 울로 빈 알루미늄 용기의 무게를 소숫

이하 넷째 자리까지 측정하여 시료의 무게를 구하고 그 값을 수소분석기

에 입력한다.

4.3.8“UP/DN”스 치를 다시 러 극로의 하부 극을 내린다.

4.3.9“UP/DN”스 치를 다시 러 오토크리 로 극로의 상부 극 하부

극을 청소한다.

4.3.10오토크리 에 의한 청소가 끝나면 하부 극에 다른 조연제인 주석 펠릿

2개가 들어있는 흑연도가니를 올리고 “UP/DN”스 치를 른다.

4.3.11이후 분석설정 명령에 따라 시료의 융해가 시작된다.

4.4기체포집

4.4.1수소분석기의 최종 방출구는 기체포집장치의 MFC입구에 연결되어 있어

야 한다.

4.4.2수소분석기로부터 방출되는 기체를 포집하지 않을 시 운반기체의 흐름 방

향은 by-pass방향으로 한다.

4.4.3미리 10
-5
torr이하로 진공 배기한 내용 약 1000cm

3
의 시료 포집병을

기체포집장치에 연결한다.

4.4.4다이아 램 펌 로 기체포집장치와 시료 포집병 사이의 배 을 충분히 진

공 배기한다.

4.4.5 극로에 시료가 투입되기 시료 포집병의 밸 를 열어 시료 포집 비

를 한다.

4.4.6흑연도가니의 outgassing이 끝나고 시료가 투입되면 기체포집장치의 솔

노이드밸 를 작동시켜 헬륨 운반기체를 시료포집병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4.4.7이 상태에서 시료포집병에 약 120 간 기체 시료를 포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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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이때 약 100 간은 450mL/min의 기체유량을 유지하다가 시료 포집병에

기체 시료가 계속 주입되면 압력증가에 의해 기체유량이 감소하게 된다.

4.4.9약 120 간의 시료 포집이 끝나면 기체포집 장치의 솔 노이드밸 를 작

동시켜 헬륨 운반기체를 bypass시키고 시료포집병의 밸 를 닫는다.

4.4.10시료 포집장치에서 시료포집병을 분리한다.

4.4.11시료포집병을 기체시료 혼합장치의 실린더 상부에 올린다.

4.4.12시료포집병이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시료 혼합장치에 원을

넣고 시료 포집병을 회 시킨다.

4.4.13이때 회 속도는 시료 포집병이 추락하지 않을 정도로 조 하며 약 2시

간 정도 회 시킨다.

5.사 극자질량분석 차

5.1사 극자질량분석기 열

5.1.1사 극자질량분석기의 메인 스 치를 켜서 기기를 작동시킨다.

5.1.2이 상태에서 기기를 진공 배기하여 10
-9
torr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 진공

배기시킨다.

5.1.3진공배기 시 리크밸 와 기체주입장치 사이의 배 을 진공 배기시켜 주면

기기의 진공도를 빨리 높일 수 있다.

5.1.4사 극자질량분석기 이온화부의 진공도가 10
-9
torr에 도달하면 필라멘트를

켠다.

5.1.5이 때 필라멘트 자체의 outgassing에 의해 순간 으로 진공도가 떨어지

지만 바로 정상을 유지한다.

5.1.6필라멘트를 켠 상태에서 기기의 진공도가 다시 10
-9
torr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진공 배기시킨다.

5.1.7목표 진공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기기를 켠 후 약 2주일 정도가 소요된

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기는 24시간 계속 가동시켜 두는 것

이 좋다.

5.2기체주입장치 배기

5.2.1사 극자질량분석기 열과 함께 기체주입장치도 진공 배기시킨다.

5.2.2기체주입장치의 최 진공배기 시 주입장치와 연결된 표 기체 메니폴더

연결 밸 혹은 표 기체병과 연결된 밸 를 열어 배 을 함께 진공 배기



- 757 -

시킨다.

5.2.3사 극자질량분석기 리크밸 와 연결된 배 의 밸 를 열어 배기시켜 다.

5.2.4기체주입장치와 리크밸 사이 배 이 충분히 배기되었으면 밸 를 닫고

계속 진공 배기시킨다.

5.2.5기체주입장치와 표 기체 연결배 의 진공도가 10
-4
torr이하에 도달하면

표 기체 연결배 을 차단하고 기체주입장치를 계속 진공 배기시킨다.

5.2.6이 게 하여 기체주입장치 자체의 진공도를 10
-5
torr이하로 유지하는 것

이 좋다.

5.2.7기체주입장치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고진공 유지가 어려울 경우 기

체주입장치에 장치되어 있는 히 멘틀을 가동하여 200
O
C에서 약 3시간

이상 베이킹시켜 수분 탈착 효율을 높여 다.

5.3바탕값 측정

5.3.1사 극자질량분석기의 필라멘트를 켠 상태에서 이온화부의 진공도가 10
-9

torr이하에 도달하 을 때 바탕값을 측정한다.

5.3.2바탕값 측정조건은 시료 측정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설정한다.

5.3.3이 상태에서 제논 132의 바탕값(c/s)을 MID 모드에서 사이클링 방식으로

측정하고 평균값을 기록한다.

5.3.4다시 제논 동 원소 124,126,128,129,130,131,132,134,136의 바탕값

(c/s)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5.4사 극자질량분석기의 표 검정

5.4.1퍼센트(%)농도의 표 검정곡선

5.4.1.1헬륨 바탕기체에 제논이 0.05v%-30v% 범 로 혼합되어 있는 표 기

체를 농도부터 시작하여 기체주입장치에 장착되어 있는 압력계

(MKSBaratongauge1000torr)로 기체주입장치에 일정압력 주입한다.

이때 표 기체의 주입압력은 실제 포집한 기체 시료 분석 시 주입압력을

유지해야한다.따라서 조사핵연료융해 시 포집한 시료 분석 후 시료의

압력과 같은 압력으로 표 기체를 주입하여 다시 표 검정할 수 있다.

5.4.1.2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리크밸 를 조 하여 이온화부의 진공도가 약

10
-7
torr가 되도록 주입속도를 조 한다.이온화부의 진공게이지는 상

압력게이지이므로 리크밸 의 열림 상태가 일정해도 표 기체의 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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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진공도가 달라 질 수 있다.따라서 최 에 리크밸 를 조 하여 원

하는 진공도가 유지 되었으면 이후 실험에서 리크밸 를 조 해서는 안

된다.

5.4.1.3이온세기(c/s)측정 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SEM 압 2400V,emissioncurrent400μA,측정시간 500μS,

여기서 emissioncurrent 측정시간은 시료의 제논 농도에 따라

하게 조 할 수 있다.

5.4.1.4이 측정조건에서 MIDmode의 사이클링 방식으로 제논(132)의 이온세기

(c/s)를 측정한다.

5.4.1.5다시 제논 동 원소 124,126,128,129,130,131,132,134,136의 이온세

기(c/s)를 측정하여 동 원소 분포 비를 구한다.

5.4.2피피엠(ppm)농도의 표 검정곡선

5.4.2.1헬륨 바탕기체에 제논 0.05∼10μL/L범 의 표 기체를 비한다.

5.4.2.2이 표 기체를 농도가 낮은 시료부터 기체주입장치에 압력계 (MKS

Baraton1000torr)로 일정압력을 주입한다.이때 주입압력은 포집한 기

체 시료의 분석 시 주입압력과 같아야 한다.따라서 실제 시료 측정 후

시료의 압력과 같은 압력으로 표 기체를 주입하여 다시 표 검정 할 수

있다.

5.4.2.3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리크밸 를 조 하여 이온화부의 진공도가 약

10
-6
torr가 되도록 주입속도를 조 한다.이온화부의 진공게이지는 상

압력게이지이므로 리크밸 의 열림 상태가 일정해도 표 기체의 조성에

따라 진공도가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최 에 리크밸 를 조 하여 원

하는 진공도가 유지되었으면 이후 실험에서 리크밸 를 조 해서는 안된

다.

5.4.2.4이하 5.4.1.4-5.4.1.5와 같은 방법으로 이온세기(c/s)를 측정한다.

5.4.3One-point표 검정

5.4.3.1시료의 상되는 제논 농도와 비슷한 농도의 표 기체를 사 극자질량

분석기의 기체주입장치에 주입한다.이때 주입압력은 포집한 기체 시료

의 분석 시 주입압력과 같아야 한다.따라서 실제 시료 측정 후 시료의

압력과 같은 압력으로 표 기체를 주입하여 다시 표 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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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2이하 5.4.2.3-5.4.2.4와 같은 방법으로 이온세기(c/s)를 측정한다.

5.5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

5.5.1조사핵연료 융해 시 방출되는 기체를 포집한 시료포집병을 사 극자질량

분석기의 기체주입장치에 연결한다.

5.5.2기체주입장치와 시료포집병 사이의 포트를 열고 연결배 을 진공 배기한

다.

5.5.3기체주입장치의 진공도가 1.0E-5torr이하에 도달하면 진공배기를 차단하

고 시료포집병의 밸 를 열어 시료를 주입한다.

5.5.4일정 시간이 지난 후 압력계(MKS1000torr)의 숫자가 안정되면 주입

시료의 압력을 읽고 기록한다.

5.5.5표 검정곡선 차와 같은 조건에서 MID mode사이클링 방식으로 제논

(132)의 이온세기(c/s)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5.5.6같은 측정조건에서 제논 동 원소 131,132,134,136의 이온세기(c/s)를 측

정하여 동 원소 분포비를 구한다.

6.분석결과계산

6.1표 검정곡선 작성법

6.1.1표 검정곡선을 선형회귀하여 직선성(R
2
)을 검토하고 선형방정식으로부터

제논의 편 기울기를 구한다.

6.1.2측정한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제논 동 원소 분포비를 구한다.

6.1.3식 (1)에 따라 표 검정곡선으로부터 제논의 농도를 계산한다.

6.1.4핵분열생성기체의 제논 동 원소 분포는 천연 제논 동 원소 분포와 다르

므로 식 (2)에 따라 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제논 132분포비를 보정한 제

논 농도를 구한다.

 


 ------(1)

  ×


----(2)

여기서,

x=식(1)로 구한 Xe농도(v%)

y=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Xe132의 이온세기(c/s)

a=표 검정곡선으로부터 구한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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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표 검정곡선으로부터 구한 편

K1=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Xe132분포 백분율(%)

6.2One-point표 검정법

6.2.1식 (3)과 같이 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제논(132)의 이온세기(c/s)를 표 기

체의 제논(132)이온세기(c/s)와 비교하여 동 원소분포비를 보정하지 않

은 농도를 구한다.

6.2.2핵분열생성기체의 제논 동 원소 분포는 천연 제논 동 원소 분포와 다르

므로 식 (2)에 따라 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제논 132분포비를 보정한 제

논 농도를 구한다.

 ×


----(3)

여기서,

x=식(3)으로 구한 Xe농도(v%)

S=표 검정에 사용한 표 기체의 제논 농도(v%)

Isample=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제논(132)의 이온세기(c/s)

ISTD=표 기체의 제논(132)의 이온세기(c/s)

6.3잔류 제논 농도 계산

6.3.1식(4)로부터 핵연료 융해 시 시료 포집병에 포집한 기체의 체 을 구한다.

  ×××

 ×
----(4)

여기서,

V=표 상태에서 시료 포집병에 포집한 핵분열생성기체의 체 (L)

P0=포집한 기체시료를 기체주입장치에 주입하 을 때의 압력(torr)

V1=기체주입장치의 내용

V2=기체시료 포집병의 내용

T0=측정온도(K)

6.3.2식(5)로부터 조사핵연료 내 잔류 제논의 농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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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여기서,

Xe(μL/g)=조사핵연료 내 잔류 제논의 농도(μL/g)

VXe=포집한 기체시료의 제논 농도(μL/L)

V=시료 포집병에 포집한 기체 시료의 표 상태에서의 체 (L)

WSF=실험에 사용한 조사핵연료의 무게(g)

7.안 조치

7.1일반안

7.1.1수소분석기에 용량 원(220V,50A)을 사용하므로 장비 시설의

지를 철 히 하고 기안 에 주의한다.

7.1.2 극로에는 최고 950A의 고 류가 인가되므로 극로 작동 시 극

에 주의한다.

7.1.3 극로 가동 시 약 2000
O
C이상의 고온 상태이므로 극로 가동 반드

시 냉각장치 가동을 확인해야 한다.

7.1.4냉각장치의 수 를 검하고 설여부를 확인한다.

7.1.5사용한 흑연도가니는 고온이므로 화재에 유의한다.

7.1.6수소분석기 시스템에는 고압의 질소 헬륨을 사용하므로 고압가스 안

에 유의한다.

7.2방사선안

7.2.1조사핵연료 시료 취 실험실의 환기계통을 검하여 부압유지를 확인

한다.

7.2.2차폐 러 박스 아크릴 러 박스의 부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팬을 가동시켜 부압을 유지한다.

7.2.3수소분석기 최종방출구는 기체포집장치를 통과한 후 다시 차폐 러 박

스 내 배기 HEPA필터로 연결되어 방출되도록 한다.

7.2.4HEPA필터를 통과한 배기체는 공기오염감시기를 통과하여 방출되도록 한

다.

7.2.5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 시 발생된 융해물은 조사핵연료를 포함한 고방

사성 물질이므로 방사선안 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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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발생된 융해물 사용한 도가니는 고 폐기물로 처리하기 해 잘

하고,시료 이송용기에 담아 조사후시험시설 핫셀로 이송한다.

7.2.7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 후 극로 주변을 제염하고 제염지의 오염도를

확인한 후 폐기물로 처리한다.

7.2.8실험에 사용한 조사핵연료의 무게를 소숫 이하 넷째 자리까지 측정,기

록하여 핵물질계량 리를 유지한다.

8.오차범

8.1시료포집병에 포집한 기체 체 의 반복측정 상 표 불확도는 약 5% 이하

이다.

8.2사 극자질량분석기에 의한 표 기체 제논의 반복측정 상 표 불확도는 약

5%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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