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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2010.7.1.~
2013.4.30 단계구분 2/2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원자력원천기술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세부과제명 차세대 U-Mo 연구로핵연료 개발

연 구 책 임 자 박종만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 10.4명

내부: 4.4명

외부: 6.0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1,290,000천원

기업: 0천원

계 : 1,290,000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15.33명

내부: 6.5 명

외부: 8.83명

총연구비

정부: 1,790,000천원

기업: 0천원

계 : 1,790,000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로핵연료개발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 원심분무 U-Mo 분말 해외수출
- 프랑스 CEA 연구소에 NU-Mo(5kg), 아르헨티나 CNEA 연구소에 DU-Mo(10kg), LEU-Mo(10kg),

미국 ANL에 Nitride coated LEU-Mo(450g) 공급
- 세계 연구로 핵연료 시장 선점 및 KAERI의 원심분무 분말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과로 저농축우라늄 핵연료 전환 국제협력사업 참여
- LEU-Mo(100kg) 원심분무 분말 공급

○ KOMO-4 조사시험 핵연료에 대한 연소성능 평가
- 12 종류의 봉상 분산핵연료에 대한 조사후 시험 및 자료생산
- 미세조직 및 반응층 EPMA 분석을 통해 기지 내 Si 및 제 3 합금 원소의 반응층 성장 억제 기구 
세계 최초로 규명

- 조사중 반응층 성장 모델 개발 및 온도예측 Code 수립/평가
○ 실크기 실용화 U-Mo 봉상핵연료 조사시험(KOMO-5) 완료 및 조사후 시험 수행

- 최대 연소도 85 at% 이상까지 안정적으로 연소 (227.88 EFPD)

- PIE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U-Mo 워크샵 개최
○ 반응층 저감을 위한 U-Mo coating 기술 개발 및 분석

- 신개념 Silicide coating(세계 최초), Nitride coating 기술 개발
- In-situ 중성자 회절분석, 고에너지 Synchrotron X-ray 국제공동연구(CEA),

중이온 조사 국제공동연구(뮌헨공대) 수행을 통한 노외특성 평가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RERTR 프로그램, 연구로핵연료, 원심분무 U-Mo, 조사시험, 조사후
시험 

영 어
RERTR program, Research reactors fuel, atomized U-Mo,

Irradiation test, 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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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 차세대 U-Mo 연구로핵연료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특허기술인 원심분무 방법으로 제조된 우라늄 고밀도

(5~6 gU/cc)의 차세대 U-Mo 봉상핵연료에 대하여 고온 고출력 조건 하에서 

조사안정성 확보 및 실용화 개발

□ 세계 유일의 상용급 원심분무 U-Mo 핵연료 기술에 대하여 원자력 선진국으

로 수출기반구축 및 향후 지속적인 연구로 수출과 연계

□ U 고밀도의 U-Mo 핵연료를 사용함으로서 하나로 노심에서의 구동핵연료 집

합체 수(24개→20개)를 줄여서 조사공의 추가 확보(OR 조사공 4개) 및 노심 

장주기화(130%) 실현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기술목표  

□ 고온 고출력 노내조사(KOMO-4) 시험한 U-Mo 봉상핵연료에 대한 연소성능 

평가

□ U-Mo 원심분무 표면처리 분말 신기술 개발

□ 실크기 실용화 U-Mo 조사시험(KOMO-5) 후보 핵연료 선정 및 제조

□ 반응문제가 개선된 우라늄 고밀도(5~6 gU/cc) U-Mo 봉상핵연료의 실크기 실

용화 조사시험(KOMO-5)

□ U-Mo 원심분무 표면처리 분말 특성평가

□ 실크기 실용화 조사시험(5차)한 U-Mo 봉상핵연료에 대한 연소성능 평가

□ 하나로 노심전환을 위한 차세대 U-Mo 봉상핵연료의 인허가 자료작성

□ 판상의 U-Mo 입자 고분율 분산핵연료(8~9 gU/cc) 개발 국제협력 및 상용화

에 원심분무 U-Mo 분말 공급하여 수출기반 구축

2) 내용 및 범위 

□ 고온 고출력 노내조사(KOMO-4) 시험한 U-Mo 봉상핵연료에 대한 연소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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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된 U-Mo 핵연료에 대한 조사 후 시험 및 자료생산

ㅇ 연소성능 평가

ㅇ Al-Si 기지 적용 U-Mo 봉상핵연료의 조사 중 연소 성능 예측 Model 수립

□ U-Mo 원심분무 표면처리 분말 신기술 개발

ㅇ 반응층 저감을 위한 코팅 물질 선정 및 표면 처리 기술 개발

ㅇ 표면 처리 원심분무 분말 제조

□ 실크기 실용화 U-Mo 조사시험(KOMO-5) 후보 핵연료 선정 및 제조

ㅇ 조사시험(KOMO-5) 핵연료 봉 후보 핵연료 선정

ㅇ 실크기 핵연료 봉 제조 및 특성 평가

ㅇ 조사시험 집합체 조립

ㅇ 핵연료 특성 분석 및 제조 보고서 작성

ㅇ 조사 시험 안정성 예비 평가

□ 반응문제가 개선된 우라늄 고밀도(5~6 gU/cc) U-Mo 봉상핵연료의 실크기 실

용화 조사시험(KOMO-5)

ㅇ 조사시험 핵연료에 대한 노심안전성 분석

ㅇ 하나로 조사시험 착수: 연소도 60 at%U-235 이상

□ U-Mo 원심분무 표면처리 분말 특성평가

ㅇ U-Mo 표면 처리 분말 기초 특성 시험

ㅇ Al, Al-Si 기지 물질과의 고온 반응특성 노외시험/평가 

□ 실크기 실용화 조사시험(5차)한 U-Mo 봉상핵연료에 대한 연소성능 평가

ㅇ 조사된 U-Mo 핵연료에 대한 조사후시험 및 자료생산

ㅇ U-Mo 봉상핵연료 조사성능 예측 Model 개발

□ 하나로 노심전환을 위한 차세대 U-Mo 봉상핵연료의 인허가 자료작성

ㅇ U-Mo 핵연료 qualification 자료 작성

ㅇ U-Mo 노심의 핵적 특성 평가

□ 판상의 U-Mo 입자 고분율 분산핵연료(8~9 gU/cc) 개발 국제협력 및 상용화

에 원심분무 U-Mo 분말 공급하여 수출기반 구축



- vii -

ㅇ 수요처별 분말 요구 사항 검토

ㅇ 제조 및 공급

ㅇ U-Mo 분말을 이용한 외국 실용화 조사 시험 결과 추적

Ⅳ. 연구개발결과

□ 고온 고출력 노내조사(KOMO-4) 시험한 U-Mo 봉상핵연료에 대한 연소성능 

평가

ㅇ 12 종의 U-Mo 조사 시험 핵연료에 대한 연소 성능 평가 완료

- 최대 56% 연소된 U-7Mo/Al-xSi(x=0,2,5,8wt%) 분산핵연료, pre-IL 형성 

U-7Mo/Al-5Si 핵연료 및 합금원소 첨가된 U-7Mo-1Zr,Ti/Al-5Si 핵연료에 

대한 조사후시험 및 평가

- Cladding 산화층 두께 측정, 팽윤량 측정, 연소도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반응 층 두께분포/반응층 분율 측정, EPMA 분석을 통한 반응 층내 성분 

변화 분석등 다양한 종류의 연소 성능 자료 생산 및 분석

ㅇ U-Mo/Al-Si 분산 핵연료 실용화를 위한 연소 성능 검증 완료

- Al-Si 합금기지에 5wt%Si 이상 첨가시 반응층 형성 획기적으로 저감 

(반응층 분율 : U-7Mo/Al(22%) → U-7Mo/Al-5Si(7.9%))

- KOMO-3와 비교 팽윤량 30% 이상 저감

ㅇ Si 및 제 3 합금 원소의 반응층 성장 억제 기구 세계 최초 규명

- Si이 반응층/Al-Si 기지의 경계에 10at% 정도 소량 분포하면서 조사 중 

기지로 부터의 Al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mechanism을 규명

- pre-IL 형성 U-7Mo/Al-5Si 핵연료는 54.5% 연소도에서도 반응층 성장이 

거의 없음을 확인

- Zr 합금원소 첨가시 반응층 생성 저감 및 낮은 팽윤 거동 나타냄

ㅇ U-Mo 봉상핵연료 조사성능 예측Code 개발

- U-Mo/Al-Si 핵연료의 조사중 반응층 성장 model 개발 및 온도예측 Code

수립/평가

ㅇ 상기 연구결과를 SCI논문(JNM)에 1편 게재, 국제학술대회에 7편/국내 학술

대회에 3편 발표

□ U-Mo 원심분무 표면처리 분말 신기술 개발

ㅇ Si-coated U-Mo 원심분무분말 제조 기술 수립

- 10㎛ 이하 균일한 두께의 Si 코팅 원심분무 분말 제조 고유 기술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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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외 열처리 실험을 통해 Si-coated U-Mo/Al 분산 핵연료가 Al-Si 기지 

분산 핵연료에 비해 반응층 두께가 크게 감소됨을 확인

- 관련 원천 기술을 국태 특허등록(특허등록번호: 10-1196224)

ㅇ 신개념 질화물 코팅 U-Mo 원심분무분말 제조 고유 기술 개발

- 질화 우라늄 층이 코팅된 U-Mo 원심분무분말 고유 기술 개발 

- 노외 열처리 실험결과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

- 관련 기술 원천 기술을 국내 특허 등록 1편하고 국제 학술대회에 2편 

발표(특허등록번호: 10-1209139, 국제학술대회 발표: 32th RERTR 및 

RRFM2011)

ㅇ 조사 시험용 표면 처리 분말 제조 

□ 실크기 실용화 U-Mo 조사시험(KOMO-5) 후보 핵연료 선정 및 제조

ㅇ 크기 핵연료 봉을 포함한 12 종의 KOMO-5 조사 시험용 핵연료 봉 설계

- 하나로 핵연료 제조 QA/QC 적용하여 핵연료 봉 제조

- KOMO-4 핵연료보다 U-Mo 분말 분산도가 개선(15% 이내)되고, 표면결함      

(0.13mm 이내)이 없는 조사핵연료 봉 제조 

- 12종류의 핵연료에 대한 미세조직, 밀도, U 장입량, 성분 분석 등 특성시험

□ 반응문제가 개선된 우라늄 고밀도(5~6 gU/cc) U-Mo 봉상핵연료의 실크기 실

용화 조사시험(KOMO-5)

ㅇ KOMO-5 조사 시험 핵연료에 대한 노심안정성 분석 완료

- MCNP로 계산한 최대선출력은 실크기 핵연료봉의 경우 94.8 kW/m이며

축소봉의 경우 102.6 kW/m을 나타냄

- 최대 선출력은 MCNP 계산값에 HANAFMS의 불확실도 20.5%를 

고려하여 적용하였고 열적 여유도 평가 결과 제한치를 모두 만족하여 

조사시험 과정에서 노심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ㅇ U-Mo 봉상핵연료 조사성능 예측 code 수립하여 핵연료 성능의 변화 예측

- 핵연료봉의 연소도에 따른 온도, 팽윤, 반응층 두께, 산화물 두께 계산 

가능

ㅇ HANARO 조사공 OR3에서 2011년 5월 24일(73주기) KOMO-5 조사시험 

착수하여 2012년 7월 28일(81주기)까지 성공적으로 조사시험 완료

- 순조사일수(EFPD) 227.88일 동안 실크기 핵연료봉 

평균연소도 71 at%U-235, 최대연소도 85 at.%U-235

- 핵연료 건전성 확인 결과 표면 및 외부 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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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o 원심분무 표면처리 분말 특성평가

ㅇ 실리사이드 코팅

- 원심분무 NU-7Mo 분말, NU-7Mo-1Ti 및 Si 분말의 혼합 시 지르코니아 

ball을 이용한 ball mill 방법(분말:ball혼합비=4:1)을 도입하여 분말의 

균질한 혼합으로 인한 전체 분말의 안정적인 실리사이드 코팅층 형성

ㅇ 핵연료 종류별(NU-7Mo, NU-7Mo-1Ti) 열처리 시간에 따른 질화물 코팅층 

두께 변화 확인하여 최적 코팅 조건 확립

- 질화물 코팅 : NU-7Mo, 920℃ 6 시간 열처리, 질소가스 80sccm

NU-7Mo-1Ti, 920℃ 1, 4, 6 시간 열처리, 질소가스 80sccm

- 노외 열처리 실험결과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

- 상기 연구결과를 국제학술대회에 4편/국내 학술대회에 2편 발표

ㅇ 각 조건별 핵연료 압출봉 제작에 따른 제작후 코팅층 건전성 여부 확인

- 질화물 코팅된 NU-7Mo/Al, NU-7Mo-1Ti/Al 압출봉 제작 후 미세조직 

관찰

- 실리사이드 코팅된 NU-7Mo/Al, NU-7Mo-1Ti/Al 압출봉 제작 후 

미세조직 관찰결과 코팅층의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실크기 실용화 조사시험(5차)한 U-Mo 봉상핵연료에 대한 연소성능 평가

ㅇ 조사된 U-Mo 핵연료에 대한 조사후 시험 및 자료생산

- U-Mo에 소량의 합금원소(Zr, Ti) 첨가 및 Al-Si 합금 기지 적용으로 

연소도 85 at%U-235 이상에서도 안정적으로 연소

- U-7Mo-1X(X=Zr,Ti)/Al-5Si 핵연료봉의 심재 팽윤량: 15% 이하

- U-7Mo-1X(X=Zr,Ti)/Al-5Si 핵연료봉의 심재내 반응층 부피 분율: 10%

이하

-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U-Mo Workshop을 개최함 (2013.03.11.~

2013.03.13., KAERI)

- 상기 연구결과를 국제학술대회에 2편 발표함

ㅇ U-Mo 봉상핵연료의 조사 성능 예측 Code 개발

- 조사 중 U-Mo와 Al 기지간의 반응 층 성장 모델을 검증하고 이를 

반영하여 열전도도 변화 계산 및 핵연료 온도 변화 예측 프로그램 개선

□ 하나로 노심전환을 위한 차세대 U-Mo 봉상핵연료의 인허가 자료작성

ㅇ U-Mo 노심의 핵적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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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노심변환에 대한 노심특성 분석

- 4.0~5.0 gU/cc의 U-Mo 핵연료에 대한 하나로 노심의 선출력, 중성자속,

반응도값 분석

- 노심변환 가능

ㅇ U-Mo 핵연료 qualificatio 자료 작성

- 조사후 시험 보고서 작성 및 인허가 자료로 활용

□ 판상 U-Mo 입자 고분율 분산핵연료(8~9 gU/cc) 개발 국제협력 및 상용화에 

원심분무 U-Mo 분말 공급하여 수출기반 구축

ㅇ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4개국 공동 협력사업 추진

- 연구로 고농축우라늄 연료를 저농축우라늄 연료(U-Mo)로 전환 사업을 

4개국(한․미․프․벨) 공동 추진키로 공동성명 발표(2012.03.27.)

- KAERI의 원심분무기술을 이용하여 2013년중 U-Mo LEU 분말 제조 

(제조에 필요한 원료(LEU)는 미국이 제공)

- 우리가 만든 분말을 이용하여 프랑스 AREVA-CERCA사에서 검증시험용

고밀도 U-Mo LEU 핵연료 집합체 제조

- 동 U-Mo 핵연료를 프랑스, 벨기에 소재 고성능 연구로에서 성능 검증

- 검증 완료 후 동 U-Mo 핵연료 상용화 추진 

ㅇ U-Mo 원심분무 분말 U-Mo 핵연료 검증용 표준 분말로 사용

- 세계 각국에 공급한 원심분무 분말이 미국 DOE 주도하에 수행되고 있는

RERTR 프로그램의 U-Mo 핵연료 성능 검증용 표준 분말로 사용

- 당 연구단계 기간 수출 상세내역 

분말 종류 수량 금액 국가

DU-8wt% Mo 10kg US $ 30,000 아르헨티나

LEU-8wt% Mo 10kg US $ 50,000 아르헨티나

Nitride coated

LEU-7wt% Mo
45g 무상제공 미국

NU-8wt% Mo 5kg US $ 19,000 프랑스

합계 25 kg US $ 99,000

ㅇ U-Mo 원심분무 분말 및 분산 핵연료 국제공동연구

- 프랑스 CEA와 고에너지 Synchrotron x-ray를 이용한 U-Mo 분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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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상분석 공동연구 수행, 국제학술대회 1편/국내학술대회 4편 발표

- 독일 뮌헨공대와 중이온 조사시험 공동연구 수행, 국제학술대회 2편 발표 

ㅇ 외국의 고온/고출력 U-Mo 핵연료 조사시험 결과 입수 및 분석

- 외국의 실용화 연소 시험 최신 자료 입수 및 분석

- 미국(RERTR-9, AFIP-1), EU(SELENIUM)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하나로 조사시험을 포함한 차세대 U-Mo 연구로핵연료 연구개발 결과는 향후 

하나로 노심을 U-Mo 핵연료로 전환하기 위한 실증시험 자료로 활용

ㅇ고온 고출력의 하나로에서 완료된 U-Mo 분산 핵연료의 실크기 연료봉 조사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U-Mo/Al-Si 분산 핵연료 연소 성능 평가 및 검증을  

수행하여 이를 하나로의 U-Mo 분산 핵연료 전환에 활용

ㅇ연소 시험 결과는 U-Mo 분산 핵연료 하나로 노심 적용성 평가에 활용

ㅇ하나로가 U-Mo 핵연료로 노심 변환이 이루어지면 현재 하나로에서 사용 중

인 U3Si 분산핵연료 보다 우라늄 밀도가 높은 U-Mo 분산핵연료를 사용하

여 구동 핵연료 hole을 조사공으로 활용 및 노심 장주기화를 통해 하나로 

효율성 증대

ㅇ하나로의 U-Mo 분산 핵연료 노심 변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세계 최초

로 노심 전환을 이루어 U-Mo 분산 핵연료 및 연구로 핵연료 세계 기술 선도 

가능하게 되어 고성능 U 고밀도 U-Mo 핵연료를 적용하여 연구용 원자로 

수출 가능성 제고

□ 상용화 예정인 U-Mo 핵연료의 수출기반 구축 

ㅇ실크기 U-Mo 핵연료에 대한 성능 검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2020년 이후 

실용화를 목표로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RERTR 프로그램에 자료를 제공하여 

U-Mo 분산 핵연료 실용화에 크게 기여함

ㅇ 2017년 이후 U-Mo 판형 핵연료 집합체 공급을 목표로 수행중인 판형 핵연

료 개발 연구에 활용되어 판형 핵연료 성능 평가 및 인증에 활용 

ㅇ U-Mo 핵연료 집합체 공급 능력을 확보하여 핵연료 집합체 수출 모색

ㅇ U-Mo 원심 분무 분말은 U-Mo 분산 핵연료의 표준 핵연료 물질로 사용될 

전망이며, 실크기 핵연료 조사 시험을 통해 원심분무분말의 우수성을 더욱 

공고히 확인하여 분말 수출 및 제조 기술 수출에 활용

ㅇ 반응 층 억제를 위한 원심분무분말 코팅 기술 및 이를 통해 얻어진 원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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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분말, 노내 연소 시험 결과는 다중 코팅 및 균질 코팅 등 고성능 핵연료 

코팅 기술 개발에 활용 

ㅇ 노내 시험 우수성이 확인되어 개량된 U-Mo 분산 핵연료의 원료 물질로 사

용하고 관련 기술 수출

□ 타 핵연료 분야에 활용

ㅇ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는 금속핵연료로서 액체 금속로 및 중소형 원자로의 

핵연료와 유사한 기술이므로 타 핵연료 개발에 활용

ㅇ 사용 후 핵연료량을 최소화 시키는데 본 우라늄 고밀도 핵연료 기술이 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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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 Development of U-Mo research reactor fuel for

next generation

Ⅱ. Background and Objectives

□ Development of high U density (5~6 gU/cc) U-Mo fuel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rod type fuel

- Examination of the fuel safety of high U density U-Mo fuel rod under

the high duty irradiation condition(max. power density: 110 kW/m)

-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U-Mo fuel rod which has the

interaction layer lower than 50%

□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exportation of centifugal atomized U-Mo

powder

- Exportation of centrifugal atomized U-Mo powder

Ⅲ. Scope

1) Objectives

□ Completion of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for high-temperature and high

power KOMO-4 irradiated fuel rods

□ Development of surface treatment technology on the centrifugal atomized

U-Mo powder

□ Design and fabrication of the fuel rods for KOMO-5 irradiation test

□ Irradiation test of high U density (5~6 gU/cc) full-length U-Mo fuel

□ Characteristic evaluation of the surface treated centrifugal atomized U-Mo

powder

□ Completion of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for KOMO-5 irradiated fuel

rods

□ Generation of fuel qualification document for the reactor core conversion

of HANARO

□ Supply centrifugal atomized U-Mo powder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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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mmercialization of high U density U-Mo dispersion fuel plate (8~9

gU/cc)

2) Contents

□ Completion of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for high-temperature and high

power KOMO-4 irradiated fuel rods

ㅇ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for irradiated U-Mo fuel rods

ㅇ Verification of irradiation performance

ㅇ Irradiation performance estimation code for the U-Mo fuel rods applied

Al-Si matirx

□ Development of surface treatment technology on the centrifugal atomized

U-Mo powder

ㅇ Development of surface treatment technology for control interaction layer

ㅇ Fabrication of surface treated centrifugal atomized powder

□ Design and fabrication of the fuel rods for KOMO-5 irradiation test

ㅇ Design of the fuel rods candidates for KOMO-5 irradiation test

ㅇ Fabrication and evaluation of full length fuel rods

ㅇ Irradiation test fuel assembly

ㅇ Report for fuel characteristic analysis and fabrication

ㅇ Pre-evaluation of in-reactor safety

□ Irradiation test of high U density (5~6 gU/cc) full-length U-Mo fuel

ㅇ Evaluation of in-reactor safety

ㅇ HANARO irradiation test: ave. burnup 60 at%U-235

□ Characteristic evaluation of the surface treated centrifugal atomized U-Mo

powder

ㅇ Characteristic evaluation of surface treated U-Mo powder

ㅇ Out-of pile test of U-Mo/Al or Al-Si for the high temperature reaction

□ Completion of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for KOMO-5 irradiated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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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s

ㅇ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for irradiated U-Mo fuel rods

ㅇ Verification of irradiation performance

ㅇ Irradiation performance estimation code for the U-Mo fuel rods

□ Generation of fuel qualification document for the reactor core conversion

of HANARO

ㅇ Generation of fuel qualification document for U-Mo fuel rods

ㅇ Evaluation of neutronics for U-Mo core

□ Supply centrifugal atomized U-Mo powder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high U density U-Mo dispersion fuel plate (8~9

gU/cc)

ㅇ Review the customer’s requirements

ㅇ Fabrication and supply

ㅇ Analysis of foreign new irradiation test results

Ⅳ. Results

□ Completion of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for high-temperature and high

power KOMO-4 irradiated fuel rods

ㅇ Completion of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for 12 kinds of U-Mo

irradiated fuel rods

- PIE for U-7Mo/Al-xSi(x=0,2,5,8wt%) dispersion fuels, pre-IL formed

U-7Mo/Al-5Si fuels, and U-7Mo-1Zr,Ti/Al-5Si fuels

- Analysis of oxide layer thickness of cladding, swelling, microstructure,

interaction layer, and EPMA

ㅇ Verification of fuel performance for commercialization of U-Mo/Al-Si

dispersion fuels

- Drastically decrease of interaction layer when more than 5 wt% Si is

applied at the Al matrix

(Vol% of interaction layer: U-7Mo/Al(22%) → U-7Mo/Al-5Si(7.9%))

- Decrease of swelling by 30% compared with KOMO-3

ㅇ The world’s first identification for interaction layer growth su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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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 of Si and the third alloying elements

- Suppression of Al diffusion from the matrix with the presence of about

10 at% at the interface between interaction layer and Al-Si matrix

during the irradiation

- Little interaction layer growth at pre-IL formed U-7Mo/Al-5Si fuel

(54.5 at%U-235)

- Decrease of interaction layer and swelling with Zr addition

ㅇ Development of irradiation performance estimation code for U-Mo fuel

rods

-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interaction layer growth model and

temperature estimation code

ㅇ 1 SCI journal paper, 7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3 domestic conference

□ Development of surface treatment technology on the centrifugal atomized

U-Mo powder

ㅇ Development of silicide coating technology on centrifugal atomized U-Mo

powder

- Development of homogeneous 10 ㎛ thick silicide coating on U-Mo

powder

- Lower interaction layer thickness of silicide coated U-Mo/Al than that

of U-Mo/Al-Si at out-of pile test

- 1 domestic patent(patent No. 10-1196224)

ㅇ Development of new concept nitride coating technology on centrifugal

atomized U-Mo powder

- Development of UN type coating on U-Mo powder

- No interaction layer formation at out-of pile test

- 1 domestic patent(patent No. 10-1209139), 2 international conference

ㅇ Fabrication of surface treated U-Mo powder for irradiation test

□ Design and fabrication of the fuel rods for KOMO-5 irradiation test

ㅇ Design of 12 kinds of fuel rods for KOMO-5 irradiation test

- QA/QC system of HANARO fuel fabrication applied

- Powder size distribution improved by 15 % compared with KOM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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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urface defects (less than 0.13 mm)

- Microstructure, density, U-loading density and chemical analysis for 12 kinds

of fuel rods

□ Irradiation test of high U density (5~6 gU/cc) full-length U-Mo fuel

ㅇ Evaluation of in-reactor safety for KOMO-5

- Max. linear power for full length fuel rods and reduced fuel rods with

MCNP calculation: 94.8 kW/m and 102.6 kW/m, respectively

- Temperature limit accepted

ㅇ Development of irradiation performance estimation code for U-Mo fuel

rods

- Calculation of temperature, swelling, interaction layer thickness and

oxide layer thickness according to burnup for fuel rods

ㅇ Completion of KOMO-5 irradiation test at HANARO OR3 irradiation

hole (May 24, 2011 to July 28, 2012, 9 cycles)

- Irradiation for 227.88 EFPD(ave. BU 71 at%U-235, max. BU 85 at%U-235

for full length fuel rods)

- No surface and external defect

□ Characteristic evaluation of the surface treated centrifugal atomized U-Mo

powder

ㅇ Silicide coating technology

- Stable silicide coating layer on U-7Mo and U-7Mo-1Ti powder from

homogeneous powder mixing using Zirconia ball milling method

ㅇ Optimization of nitride coating parameter according to the annealing

time

- Nitride coating: NU-7Mo, 920℃ 6 h, N2 gas flow 80 sccm

NU-7Mo-1Ti, 920℃ 1, 4, 6 h, N2 gsa flow 80 sccm

- 4 international conference, 2 domestic conference

ㅇ Evaluation of coating integrity after fuel rod extrusion

- Microstructure of nitride coated NU-7Mo/Al, NU-7Mo-1Ti/Al fuel rods

- Microstructure of silicide coated NU-7Mo/Al, NU-7Mo-1Ti/Al fuel rods

- Sound coating layer after extr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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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tion of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for KOMO-5 irradiated fuel

rods

ㅇ Post irradiation test for KOMO-5 irradiated fuel rods

- Stable burning over 85 at%U-235 using the third alloying element (Zr,

Ti) and Al-5Si matrix

- Fuel meat swelling of U-7Mo-1X(X=Zr,Ti)/Al-5Si : less than 15%

- IL volume fraction of U-7Mo-1X(X=Zr,Ti)/Al-5Si : less than 10%

- Hosting international U-Mo workshop (March 11, 2013 to March 13,

2013, KAERI)

- 2 international conference

ㅇ Verification of irradiation performance estimation code for U-Mo fuel

rods

- Modification of thermal conductivity and temperature estimation

program using interaction layer growth model

□ Generation of fuel qualification document for the reactor core conversion

of HANARO

ㅇ Evaluation of neutronics for U-Mo core

- Analysis of core characteristic for conversion of HANARO core

- Linear power, neutron flux, and reactivity of HANARO core for U-Mo

fuel

- Core can be switched

ㅇ Generation of U-Mo fuel qualification document

- PIE reports

□ Supply centrifugal atomized U-Mo powder to intwnernational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high U density U-Mo dispersion fuel plate (8~9

gU/cc)

ㅇ Quadrilateral cooperation on high-density low-enriched Uranium fuel

production at the 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 Joint statement on quadrilateral cooperation(Korea, US, France, and

Belgium) on high-density low-enriched Uranium fuel (March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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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brication of 100 kg LEU-7Mo centrifugal atomized powder

ㅇ U-Mo centrifugal atomized powder as standard thing for U-Mo fuel

qualification

- Exportation of centrifugal atomized U-Mo powder

Powder Weight Price Nation

DU-8wt% Mo 10kg US $ 30,000 Argentina

LEU-8wt% Mo 10kg US $ 50,000 Argentina

Nitride coated

LEU-7wt% Mo
45g Free of charge US

NU-8wt% Mo 5kg US $ 19,000 France

Total 25 kg US $ 99,000

ㅇ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of U-Mo centrifugal atomized powder and

dispersion fuel

- Phase analysis of U-Mo powder and fuel using high-energy

synchrotron x-ray with CEA, France

· 1 international conference, 4 domestic conference

- Heavy ion irradiation test with TUM, Germany

· 2 international conference

ㅇ Analysis of foreign new U-Mo irradiation test DB

- Foreign commercialization irradiation test

- US(RERTR-9, AFIP-1), EU(SELENIUM)

Ⅴ. Proposals for Application

□ Prior occupation of the nuclear fuel market for research reactor

□ Increase the irradiation test hole fo HANARO reactor and enhance the

reactor fuel efficiency

□ Competitiveness in export of research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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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연구로에서는 년도에 개발된 또는 분산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핵개발 방지 목적으로 의 은 일정 기

간 후에 미국으로 반송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합금 분산 핵연료는 최대 

의 우라늄 밀도로 제조되기 때문에 를 사용하고 있는 높은 중성자속이 

필요한 고성능 연구로에서 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최대 의 합

금 분산핵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합금 분산 핵연료로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핵연료 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가 처분가능하면서 높은 우라늄 밀

도로 인하여 프로그램에서는 차세대 연구로 핵연료로서 년부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향후 재처리 처분 가능하고 미국으로의 반송이 필요 

없는 고밀도의 연구로용 핵연료를 개발하여 전 세계 모든 원자로에서 사

용하도록 선언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합금을 이용한 고

밀도 우라늄  연구로 핵연료 검증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핵연료 성능 검증이 완

료되는 년 이후 등 최소 개의 고성능 연구로

에서 핵연료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로에서 성공적으

로 핵연료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른 연구로들도  점차 를 이용한 핵연료

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를 이용한 핵연료는 분말 형태의 분말을 금속 기지에 분산시킨 

형태의 분산 핵연료로 제조된다 계 금속 핵연료 분말의 경우 취성의 갖는 합

금의 특성을 이용하여 기계적인 파쇄 방법 으로 제조한다 그

러나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 기존의 기계적인 파쇄방법 사용할 경우

합금 자체의 연성으로 인하여 분말화가 매우 힘들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독보적

인 금속 핵연료 분말 제조 방법인 원심분무 분말 제조 방법을 창안하였고

원심분무법이 생산성 경제성 및 핵연료 성능 면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한국 미국 등 개국에 특허 등록된 원심분무분말 제조법에 의한 우라늄 고

밀도 핵연료 제조 기술은 정부로부터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핵심기술로 

선정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연구로에서는 출력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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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에서는 최대 의 우라늄 

밀도가 요구되는 고출력 고성능 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판형 분산핵연료

를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 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핵연료 개발연구에 참여하여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에 조사시험 핵연료 제조용으로 원심분무 분

말 시료를 공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제조된 핵연료에 대하여 연소거동 확인을 

위한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우라늄 고밀도 고성능 분산핵연료 

개발을 위한 조사시험을 지난 년간 수행한 결과 고출력 조건에서 입자와 

기지 사이의 심한 반응층 생성으로 인한 팽윤이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림 

참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캐나다 아르헨티나가 참

여하는 에서 보다 심층적인 핵연료의 

이해 및 이를 통한 기술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국제적인 협력체를 

년에 구성하였다

상호반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상의 이 첨가된 합금 기지를 사

용한 또는 분산핵연료 조사 시험결과를 보면 낮은 연소도

에서 상호반응 문제가 없는 우수한 조사성능을 나타내었다 그림 참조 이

를 토대로 실용화 전단계인 실크기 핵연료에 대한 조사시험을 에서 

완료하여 현재 조사 후 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핵연료 

조사 성능 보고서로 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년부터 기장로에 장입되는 

판형 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실증 조사시험이 미국 연구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년 내에 판형 고밀도 분산핵연

료에 대한 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역할은 하에서 미국 프랑스 등에서 추진 중인 판상형

의 고밀도 분산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조사시험용 원심분무 

분말을 원자력 선진국에 공급하고 하나로 노심전환이 가능한 우라늄 고밀도

의 분산핵연료가 요구되는 봉상의 핵연료를 개발 추진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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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프랑스 조사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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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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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국 및 프랑스 의 조사시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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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상의 분산핵연료는 출력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핵연료 심재의 중심온도

가 높아서 우라늄 밀도에 한계가 있다 핵연료 개발 초기에 까지의 

분산 봉상 핵연료에 대한 조사시험을 한국 캐나다 러시아 등 봉상핵연료를 

사용하는 몇 개의 나라에서 수행하였으나 와 기지 사이의 심한 반응층 생성

이 되어 열전도도 감소로 인해 높은 심재 중심온도

로 인하여 비정상적 핵연료 거동이 발견되어 모두 실패한 경험이 있다 그림 

참조

그러나 한국에서는 년 월에 핵연료 분말과 기지의 반응층 문제해결을 위하

여 조대한 크기 의 원심분무 핵연료분말을 적용하고 기지물질로

합금을 사용한 핵연료봉을 제조하여 하나로에 장전 후 제 차 조사시험

을 수행하였다 시험핵연료에 대하여 조사후시험을 한 결과

원심분무 입자크기가 로 증가하면 그림 심재 중심부의 반응

층이 로 감소하여 조사중 심재 중심 최대온도가 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

었다 이와함께 기지를 사용했을 경우 반응층 두께가 최대 약 까지 감소

하였으며 에 을 첨가한 원계 합금에서도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과의 상호반응이 저감된 고밀도 핵연료를 개발하는 경우 하나로의 노

심 성능 개선은 물론 수출형 연구로 또는 차세대 연구로의 핵연료로도 매우 유용하

게 적용될 수 있다 핵연료와 기지간의 반응문제가 해소된 차세대 봉상 

핵연료 기술이 개발되면 하나로 핵연료의 장주기화 가 가능하게 되어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이 저감되며 구동핵연료 집합체 수를 줄여서 조사공의 추가 

확보 조사공 개 하여 조사 공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핵

연료를 하나로 노심에 적용하여 조사공을 추가 확보하려면 약 이상의 

밀도를 갖는 봉상 핵연료가 요구된다 그러나 판상핵연료 핵연료온도 

와 달리 봉상 분산핵연료는 고온조건 이상 에서 연소가 진

행되므로 반응층 성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최대 기지의 사용이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고온 고출력 최대 의 선출력 조사조건에서 

봉상 분산핵연료의 적정한 조사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응

층이 조사 말기까지 최대 이내로 유지해야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 선출력 조건하에서 최대 의 우라늄 장입밀도를 갖는 

또는 최대 분산핵연료의 조사 거동 연구 특

히 반응특성 규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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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국의 조사시험결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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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국의 조사시험 핵연료 단면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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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시험 핵연료 심재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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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시험 핵연료의 반응층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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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와 같은 원자력선진국의 경우 우리의 봉상 핵연료 개발에 비

해 년 정도 앞선 상태에 있다 원심분무 핵연료의 성능을 세계적으로 인

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조사 조건에서의 핵연료 안전성이 입증이 되어야하며 이럴 

경우에만 세계 시장에서의 우월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세계의 양대 연구로 핵연료 공급처인 프랑스 와 미국 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핵연료에 원심분무 분말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난 년 동안 

원심분무 분말 시료를 수입 제조성 시험을 거쳐 현재에도 실용화 연소시험을 

수행 중에 있다 표 참조 향후 년 이내에 핵연료의 실용화 연소성능이 입

증되어 연구로에 적용되면 본격적으로 한국의 원심분무 분말을 사용할 예정이

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원심분무 핵연료의 우월적 위치확보 및 이를 통한 수

출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현재 전세계의 연구로 수는 총 기이며 이중에서 이상 중형급 이상은 

약 기가 있다 연구로 핵연료 시장규모는 연간 약 억원 정도로 파악되며

밀도의 판상 분산핵연료가 실용화되는 시점인 년 부터는 

우선 고성능 연구로 프랑스 벨기에 호주 를 위주로 핵

연료의 적용이 시작될 것이라 예상된다 연구로 당 연간 정도의 핵연료 

분말이 사용되는데 와 에서 공급하는 핵연료 수요의 를 원심분무 

분말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핵연료의 상용화 초창기에 연간 

정도의 분말 수출 가능하다 현재 원심분무 분말의 해외 공급가격은 

원료비를 제외하고 당 이었으나 현물가를 감안하면 정도로 

예상되며 한국에서 보유중인 원심분무 장치 대 의 연간 생산능력은 총 으

로서 하나로 핵연료 생산용인 을 제외하면 의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

핵연료의 상용화 초창기에 최소한 연간 의 원심분무 분말을 수출하게 

되면 연간 억원 정도의 수출고가 가능하고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수출로 인하여 연간 억원의 경제적인 수익이 기대되며 이후 연차

적으로 수익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동 중인 연구로 중 이상의 연구로가 년 이상으로 노

후화되어 향후 년 이내에 많은 연구로가 정지될 예정이다 최근 들어 여러 나라

에서 신규 연구용 원자로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에서 연구로 건

설계획이 있는 외국 남아공 급 네덜란드 급 에 연구로를 수

출할 경우 원심분무 핵연료 기술을 적용하면 수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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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원심분무 핵연료 분말 시료의 해외 공급실적 총 회

연도 국가 및 기관 물질 종류 수출량 금액

프랑스

미국

미국

미국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프랑스

아르헨티나
프랑스

미국
미국

벨기에 ･
벨기에 ･

프랑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수출실적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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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우라늄 고밀도 의 봉상 핵연료기술을 하나로에 적용하여 

노심전환을 하게 되면 핵연료의 장주기화 구동핵연료 수요 감소 개 개

로 인한 조사공 추가확보 조사공 개 로 인하여 핵연료비 절감 및 조사공 활용 

극대화로 연 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 발생하고 또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처

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고준위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발생량 감소로 인한 추

가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제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본 과제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하나로 노심 전환을 

위한 봉상 핵연료 실용화 개발 및 원심분무 핵연료 분말의 수출 기반 

구축 대하여 설정되었다

하나로 노심전환 가능한 우라늄 고밀도 의 차세대 봉상핵연

료 실용화 개발 

반응문제가 개선된 핵비확산성 고밀도 의 차세대 계 봉상

핵연료 실용화 개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원심분무 핵연료 분말의 수출기반구축

원심분무 분말의 수출기반 구축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한 기술 목표 및 관련된 연구내용 및 범위를 

다음 표 에 정리하였다 표에 나타낸 각각의 연구내용은 본 보고서의 제 장에서 

연구 수행내용 및 결과를 분류하여 작성하는데 기준을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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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목 표 연 구 내 용

고온 고출력 노내 조사 

시험한 

봉상 핵연료에 대한 

연소성능평가

조사된 핵연료에 대한 조사 후 시험 및  

자료 생산

연소 성능 평가

기지 적용 봉상 핵연료의 조사 중 

연소 성능 예측 수립

원심분무 표면처리 

분말 신기술 개발

반응층 저감을 위한 코팅 물질 선정 및 표면 

처리 기술 개발

표면 처리 원심분무 분말 제조

원심 분무 표면 처리 

분말 특성 평가

표면 처리 분말 기초 특성 시험

기지 물질과의 고온 반응특성 노외시험

평가

실크기 실용화 

조사시험 후보 

핵연료 선정 및 제조

조사시험 차 핵연료 봉 후보 핵연료 선정

실크기 핵연료 봉 제조 및 특성평가 

조사시험 집합체 조립

핵연료 특성 분석 및 제조 보고서 작성

조사 시험 안전성 예비 평가

반응문제가 개선된 고밀도 

봉상 

핵연료의 실크기 실용화 

조사시험

조사시험 차 핵연료에 대한 노심안전성 분석

하나로 조사시험 착수

‣연소도 이상

실크기 실용화 조사시험 차

봉상핵연료에 대한 

연소성능 평가

조사된 핵연료에 대한 조사후시험 및 자료

생산  

봉상핵연료 조사 성능 예측 개발

하나로 노심전환을 위한 

차세대 봉상 핵연료의 

자료 작성

핵연료 자료 작성

노심의 핵적 특성 평가

외국의 판형 입자 

고분율 분산핵연료 개발에 

국제협력 및 상용화에 

원심분무 분말 

공급하여 수출기반 구축

수요처별 분말 요구 사항 검토

제조 및 공급

분말을 이용한 외국 실용화 조사 시험 

결과 추적 

표 핵연료의 조사시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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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내 외 기술개발 현황

연구용 원자로로 사용되는 분산형 핵연료는 작은 연료입자를 열전도성이 좋은 

금속기지에 균일하게 분산시킨 핵연료이므로 연료의 중심과 표면간에 온도 차이가 

작다 연료 입자의 크기가 핵분열파편 의 도달거리인 보다 

크면 핵분열편이 연료입자 내부 또는 입자 주위에서 정지되므로 금속기지의 조사손

상이 크게 일어나지 않아 높은 연소도로 연소시킬 수 있다 분산 연료는 핵연료와 

냉각수가 직접 접촉하지 않으므로 피복관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연료의 극히 일부분

만 냉각재에 노출된다 핵연료의 일부가 파손되더라도 계속 운전할 필요가 있는 원

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료에 적합하다 그러나 분산형 핵연료는 기지 금속

이 중성자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연료 밀도를 낮추기 때문에 중성자 경제성은 다른 

연료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되는 분산형 핵연

료의 특징 및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분산형 연료 

재료 시험로 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연구용 원자로는 맨 처

음 년경에 합금을 사용하였다 우라늄 함량이 약 정도이므로 

이상의 농축우라늄을 사용하였다 합금의 내부 미세조직을 보면 에 와 

가 침전입자가 분산된 형태이다 년대 후반에 핵비확산 정책으로 추진하는 

저농축 우라늄 연료 개발 에서는 합금방법에서 의 분말을 제

조한 후 분말과 혼합하고 성형하는 제조방법을 개발하여 우라늄 함량을 

에서 로 높였다

는 의 개의 금속간 화합물을 갖고 있는데 각 화합물의 

특성은 표 과 같다 상기 중에 는 우라늄 농도가 제일 높으나 발화성이 강

하여 스스로 발화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는 발화성이 보다 낮다

나 는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쉽게 알루미늄과 반응하여 를 생성한다 가공

된 분산형 핵연료의 연료 입자는 와 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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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우라늄 알루미나이드의 특성

화합물
이론밀도 우라늄 농도 융점

℃
결정구조

면심입방

단순입방

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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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핵연료의 제조가공에서 가장 어려운 공정은 순수한 우라늄 알루

미나이드 를 제조하는 것이다 는 밀도가 낮으므로 밀도를 높게 

하려면 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이 중요하다 는 보통 에서 제조

하는데 일단 를 제조하면 가 하여 분말 제조에는 문제가 없다

노내 조사 중의 연소거동은 주로 고체상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팽윤이 지배적이

고 연료입자와 기지물질 와의 상호반응에 의한 팽창은 크지 않으며 이나 도 

에 고용되어 팽윤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와 의 합금 

판상핵연료를 에서 까지 연소시켰을 경우 팽윤은 정도 발생하였다

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핵연료를 까지 연소시켰을 경우에도 뚜

렷한 팽윤이 없다고 한다

와 는 과 반응하여 를 이루며 열을 발생한다 가 보다 

과의 반응이 빠르며 더 많은 열을 발생한다 반응은 온도에 따라 반응속도가 증

가되는데 이상 되면 급격해진다

핵연료

물질을 나 에 분산시킨 핵연료를 특수 목적의 원자로에 사용되

기 시작하였고 분산 핵연료는 년대에 개발되었는데 합금형 핵

연료보다 가 더 높다 핵연료 제조 시에 분말을 과 

혼합하여 제조하지만 제조 중에 또는 노내 조사 중에 반응되어 및 물질

이 형성된다 이 물질들에 대한 물성은 표  와 같다

년까지는 최고 는 이었으나 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위하여 밀도를 까지 개발하였다 년에 기지에 

를 분산시킨 핵연료를 개발한 적이 있다 제조가 어려웠으며 제조 중에 

보다 높게 온도가 올라가면 가 과 반응이 일어나고 노내 조사중에 팽윤이 크

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에 를 분산시킨 핵연료는 상기 온도에서 반응이 훨씬

적게 일어나 안정성이 우수하다 핵연료입자와 기지 과의 반응이 일어나도 부피 

팽창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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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각 산화우라늄 물질별 물성

물질 밀도 함량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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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내 조사시에는 온도가 낮을 경우 안정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고연소도나 

분말 고함량 분산핵연료는 기지 물질 이 모두 반응에 소진되며 최종 반응물은 

와 이다 매우 미세한 가 에 분산된 형태가 되며 입자에서 

나오는 핵분열 파편 물질의 충돌충격에 의하여 물질이 비정질도 형성된다 기

체 상태의 핵분열 원소는 비정질에서 쉽게 이동하여 을 형성하므로 팽윤이 

크게 발생하게된다 에서 고연소도까지 핵연료가 안정하게 거동하였으

나 에서는 핵연료입자가 완전히 반응되었다

년에 원자로 핵연료로 사용하였고 원자로 핵연료로 주로 사용되

어 왔다 은 침전 로 질소분위기에서 배소 에서 제 차 배

소 후 분쇄에 의하여 제조한다 배소 온도를  높이면 취성이 증가된다 의 분

말입자 크기 분포는 이하이며 이하의 분포는 이하이다

핵연료

는 와 의 금속간 화합물로 등이 있으나 노

내 조사 안정성이 좋고 함량이 많은 것으로 핵연료로 대상이 된 것은 

와 이다 의 조성은 이론적 조성 보다 약간 높은 

인 것으로 알려졌다 는 합금 용탕이 응고되어 생성되지 않고 상과 

금속 α상이 형성되어 약 에서 열처리를 하면 포석반응에 의하여 얻어진다

는 합금 용탕을 응고시키면 바로 생성되며 의 이론조성이 이

나 이보다 약간 높은 을 조성을 사용한다 보다 낮으면 

외에 와 가 혼합 된 영역이 생긴다 는 노내조사 안정성이 나쁘

기 때문이다 와 물질에서 이론조성의 우라늄 밀도는 각각 와 

로 측정되었다

핵비확산 목적으로 고농축핵연료 를 저농축핵연료 로 대체하고자 미국

을 주축으로 설립한 은 핵연료의 농축도를 낮추기 위하여 우라늄 

장입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목적을 충족하는 방안으로 우라늄 밀도

가 높으며 연소 안정성이 우수한 우라늄 합금 물질을 찾는데 노력한 결과 

과 의 금속간 화합물인 또는 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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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물질별 물성

물질 밀도 함량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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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도가 로 비교적 강인한 성질이 있어 깨어 분말로 만들기 어렵

다 는 경도가 로 취약하여 잘 부서져 분말을 제조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너무 하여 쉽게 파쇄 되어 목적하는 이하의 분말입자가 쉽게 얻

어지나 너무 미세하게 부서지는 경향이 있어 즉 이하의 분말이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는 판상 핵연료의 압연 성형공정에서도 큰 입

자가 부서져 미세한 분말의 분율이 증가하는 현상도 있다 분말은 공기 중의 산소

와 반응하여 발화하는 특성이 있어 질소나 알곤 분위기에서 분쇄작업을 한다

핵연료의 농축도를 낮추는 대신 우라늄밀도를 높이기 위해 핵연료분말을 이

상 높이면 분산핵연료 심재의 물성이 강하게 되어 압연 성형 시에 핵연료 심재가 

양끝부분에 두껍고 중간은 얇은 현상이 발생한다 두꺼운 부분은 피복 

두께가 얇게 되고 단위 면적 당 핵분열 물질량이 많아져 단위 면적 당 열 발생율

이 증가되어 위험성을 초래한다

과 의 반응에서 나 보다 반응이 느리며 핵연료 압연시 예열 온

도 약 이하에서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반응은 온도에 따라 증가하는

데 이상에서 상당히 빠르게 일어난다 과 반응되면 생성물은 로 

알려졌다 와 의 열전도도가 로 비슷하다

노내 조사 안정성은 가 보다 우수하다 는 핵분열 기체 성분들이 

크기의 매우 작은 로 존재하는 반면 는 큰 기포로 형성되며 

나중에는 기포가 서로 연결되어 보다 큰 팽윤을 발생시킨다 미국 로부터 

분산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증 을 받아서 년 후반부

터 고농축의 핵연료를 저농축 분산핵연료로 전환하는 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하였다 분산물질로 허가받은 밀도는 

이다 현재는 연구로의 약 정도가 저농축 분산핵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나로도 이러한 배경으로 분산핵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합금 분말 분산핵연료 

일부 대형의 고성능 연구로의 핵연료는 약 의 밀도가 필요하

다 분산핵연료의 우라늄 최대밀도는 로 상기 조

건을 맞출 수 없다 따라서 보다 밀도가 높은 물질을 찾는 

연구를 착수하였다 미국 연구소는 고속증식로 핵연료 개발 경험으로부터 감마

상 우라늄합금이 연소 안정성이 우수한 특성을 활용하여 준안정 감마상을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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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과 합금으로 분산된 핵연료를 시제조하여 연소성능을 규명하는 

연구를 년부터 수행하였다 제 차 조사시험 에서는 후보재 선정 

목적으로 저출력으로 연소시켰고 제 차 시험 에서는 고밀도 고출력 저연

소도 연소시험을 하였으며 제 차 시험 은 고밀도 고출력 고연소시험

을 추진하고 있다

제 차 노내 조사시험이 년부터 에서 수행되었다 후보재료의 대상은 

계 합금과 합금 그리고 비교하기 위하여 및 분산재료를 

선정하였다 함량은 로 변화시키고 감마상 안정화 효과가 큰 

과 같은 금속을 합금에 제 합금원소로 소량 첨가한 삼원합

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 제 단계 후보재료별 저밀도 저출력 저 고연소도 노내조사시험 

감마상의 우라늄 합금은 강인하여 기존의 핵연료 제조방법인 파쇄방법을 적용하

기가 어렵다 미국에서 사용한 방법은 합금괴를 로 갈아내어 얻어지는 분

말로 생산성이 시간당 수 정도로 극히 저조하고 불순물도 공구가 마모되

어 불순물이 수 정도 혼입되며 목적하는 핵연료분말입도 분율도 이하로 매

우 저조하다

한국원자력 연 에서 개발한 원심분무 제조기술은 합금용탕을 고속회전하는 원반

위에 주입하여 원심력으로 분무하여 분말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용탕입자는 

표면장력에 의하여 구형을 이루면서 응고되며 비표면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응고속

도가 매우 빠르다 핵연료제조에 적합한 이하의 입도분포는 이상으로 

높다 당 우라늄 취급량은 임계관리로 으로 제한되는데 회수율은 정도

로 높고 원심분무하는 시간은 약 분 정도로 생산성이 좋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

은 가장 성능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금에 대하여 한국원자력 연

이 원심분무방법으로 핵연료 시료를 제조하여 공급하기를 미국은 요청하였다

노내조사시험 핵연료는 장축 단축이 의 타원형인데 두께는 일반 

핵연료와 같이 인 핵연료이다 핵연료분말의 부피분율은 

로 목표하는 부피분율의 절반정도이다 따라서 노내 연소중 연료 중심온도가 약 

로 낮다 개의 에 각각 개 후보재료 핵연료를 장전하여 미국 

원자로에서 년 월 일부터  이라고 부르는 한 은 연소

도가 되도록 일 동안 조사시켰고 라고 부르는 다른 은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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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될 때까지 일 동안 조사시켰다

핵연료는 핵연료입자와 기지물질과의 반응이 상당히 진행되어 기지물질 

이 상당히 감소됨을 보였고 큰 들이 형성되었으며 미반응된 핵연

료물질 영역은 핵분열 생성 가스의 이 크게 성장되어 분포되었음을 나타냈

다 분산핵연료는 대체로 팽윤이 크게 발생되어 고성능 연구로의 우라늄 

고밀도 핵연료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계 분산핵연료는 함량에 따라 다른 거동을 나타냈다 함량은 

과 유사하게 핵연료입자와 기지물질 과의 반응이 크게 일어났고 

핵연료 생성 가스 도 상당히 크게 성장됨을 보인 반면에 함량에

서는 기지물질과의 반응이 기존 와 유사하게 매우 느리게 진행됨을 보였고 핵

분열 생성 가스 은 연소도에서는 결정립계를 따라 매우 작은 이 

드물게 발생되었고 연소에서는 전 영역에서 많은 수의 들이 발생하였으

나 크기가 으로 작아 고성능 연구로의 우라늄 고밀도 핵연료로 사용 가

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함량이 많을수록 연소 안정성이 좋게 나타났으나 

원소는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크고 합금물질의 밀도가 저하되므로 목적하

는 핵연료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저함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대체로 

이상의 조성에서 사용 가능한 안정성을 나타냈으나 이보다 높은 

물질을 향후 실용화에 적용하는 합금조성으로 선정되었다

에 제 합금원소로 와 를 첨가한데 대하여 연소성능의 향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를 첨가한 합금은 제조공정과정에서 준안정 γ상이 

분해됨을 나타냈다

원심분무 분말 분산 핵연료는 같은 조성 물질의 파쇄분말분산 핵연료보다 더 우

수한 핵연료 연소 거동을 나타냈다 연소시킨 핵연료에는 핵분열 생성가스 

들의 발생수가 파쇄 핵연료보다 적으며 크기도 다소 작은 것으로 관찰되었

다 핵연료입자와 기지와의 반응층은 거의 같은 두께로 반응되었으나 구형 분말의 

비표면적이 적기 때문에 총 반응된 부피분율이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함량별 및 제조방법별 핵연료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팽윤을 일으키는 요인

별로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검토해 보면 팽윤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핵연료입자와 기지와의 반응이고 두 번째인 요인은 핵분열 생성 가스 형성

이다 핵분열 생성물 중 고체로 존재하는 원소들에 의한 팽윤은 함량 및 제조방

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함량이 증가할수록 반응에 

의한 팽윤 및 형성에 의한 팽윤이 감소됨을 보였고 원심분무 핵연료는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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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보다 반응 팽윤 및 형성 팽윤이 가장 적게 발생되는 우수함을 나타

내었다

나 제 단계 계 분산재료의 고밀도 고출력 저연소도 노내조사시험 

연구로용 핵연료 개발의 최종 목표인 고성능연구로 핵연료는 가 요

구되며 온도가 보다 높게 형성된다 이와 유사한 조건으로 계 분산핵연

료를 노내조사시험하는 를 추진하였다 함량을 로 변

화하여 파쇄방법 원심분무 방법 및 방법으로 조성합금의 

핵연료를 제조하였다 합금핵연료에서 의도적으로 준안정 상을 분해시

킨 핵연료 및 결정립을 조대화시킨 핵연료들을 조사시험에 포함시켰다 삼원합금 

재료는 전 노내조사시험에서 보다 우수한 감마안정성을 나타낸 와 노외특성시험

에서 상 안정 효과를 나타낸 합금원소를 첨가한 삼원합금을 포함하였다

년 월부터 월까지 미국 원자로 에서 약 연소시킨 핵

연료시료에 대하여 두께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계산된 심부 온도 증가에 따라 두께

변화가 증가됨을 나타냈다 제 차 저출력 조사시험에서는 반응층 두

께가 약 이었으나 제 차 고출력 시험에서는 높은 온도의 영향으로 약 최대 

까지 반응됨을 보였다 함량이 적은 핵연료가 반응층이 더 두껍

게 형성되었고 제 합금원소 핵연료의 반응층이 약간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핵분열 생성 가스 은 와 같은 경향으로 결정입계

에서 형성되었으나 발생 수는 적게 나타냈다 가스 이 높은 온도형성에 의하

여 큰 영향이 없으나 함량이 적은 핵연료에서 보다 많은 수의 

이 형성되었다

핵연료입자와 기지 물질 의 상호반응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로 추정하고 있다 는 에 비교하여 열전도도가 약 절반정도이며 기지 물질 

과 비교하면 약 분에 일에 해당한다 반응이 진행하여 열전도도가 좋은 

가  에서 로 되면 열전도도가 급격히 떨어지

고 가 소진될수록 핵연료 심재의 온도는 최고 온도에 도달하게 된다

다 제 단계 중밀도 고밀도 중 고출력 중 고연소도 시험

본 노내 조사 핵연료는 형태로 외형 칫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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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핵연료 심재는 로 실

제 판상 핵연료를 가로 세로 방향으로 차원적으로 축소시킨 핵연료이다 따라서 

판상  핵연료의 연소 거동을 대부분 알아낼 수 있는 형상이다 는 각각 

한 로 원심분무 방법으로 제조된 

분말과 에서 기존 기계적 파쇄 방법으로 제조한 와 

분말을 사용하여 기지에 분산시킨 개 분말로 분산시킨 

가 개로 구성되는데 는 을 로 한 

개를 추가로 장입하였다 및 를 각각 연소도 목표

로 하여 년 월에 에 장입하였으나 연소도 목표로 한 에서 

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를 일 동안 약 연소시킨 후 

년 월에 인출하였고 대신 를 연소도 까지 연소시킨 후 년 

월에 인출하였다

원심분무 및 파쇄에 의해 만들어진 분산 들에 대하여 연소도

별로 팽윤을 비교하여보면 의 중간 연소도에서는 파쇄 분산핵연료가 

다소 양호한 팽윤 결과를 보였다 그 이유로 파쇄입자 핵연료에서 공정 중에 

가 더 많이 발생하여 팽윤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약 

의 고연소도에서는 두 종류 핵연료가 거의 동일한 팽윤이 일어났다

핵연료입자 내부의 핵분열 기체의 거동은 약 연소도까지는 결정립계

에서 작은 들이 형성되었고 연소도부터는 재결정에 의한 매우 작은 결

정립이 생성되면서 더 많은 기포들이 형성됨을 보였다 따라서 재결정 전단계의 핵

연료 입자 팽윤율은 연소도 이나 재결정 후에는 

연소도 이다 재결정 시작 연소도는 핵연료 조직내의 내부 응역 및 결함에 의하여 

다르는데 기계적인 파쇄방법으로 제조한 핵연료는 보다 낮은 연소도에서 재결정에 

의한 결정립 미세화가 일어난다

의 고밀도 판상 핵연료는 연소도에서 약 정도의 두께 증가를 

나타냈다 중요한 결과는 핵연료 입자 내에 핵분열 기체 기포들이 매우 작게 

균일하게 분포되었고 이 발생되지 않았던 것이다 핵연료입자

와 기지 물질 과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일어나 저밀도 반응물 생성으로 

팽윤이 크게 발생되었으나 기지 물질의 량에 의하여 제한된다 핵연료 심재의 

초기 온도가 높으면 상호반응이 빨리 일어나 단 시간 내에 기지물질 을 소진하고 

상호반응이 종료되며 상호반응에 의한 팽윤도 최대 값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핵연

료 물질 와 반응물질 의 두 물질의 조사에 의한 팽윤을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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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팽윤이 더 작기 때문에 안정한 물질을 먼저 생성시키면 오히려 

노내 조사 안정성이 더 우수한 결과를 갖게된다 온도가 가장 낮은 부분은 연소 종

료시점까지 상호 반응 분율이 적어 핵연료 심재의 팽윤은 주로 입자의 팽윤

에 의존된다 중간 온도 조건에서는 비교적 천천히 상호 반응되어 연소 종료시기에 

대부분의 를 소진시키는 경우에는 연소 중에 미반응된 물질에 의한 팽

윤이 발생하므로 고온에서 일찍 안정한 물질이 형성하였을 경우보다 팽

윤량이 더 많아 최대의 팽윤 값을 갖게 된다

에 걸쳐 분산 핵연료 시료를 노내 조사시험한 결과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라 재처리 가능한 재료의 연구로용 핵연료 실용화 추진 

연구용 원자로에서 발생된 미국 의 사용후 핵연료는 미국이 인수하였으나 

년 월까지 장전하는 핵연료만 회수하고 종료하는 정책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발생되는 사용후 핵연료는 프랑스 에서 재처리 처분하기로 하였다 그러

나 년대 말부터 핵비확산 정책으로 전환 사용한 저농축 핵연

료는 재처리 처분이 곤란하고 신규 개발 중인 분산핵연료는 재처리 처분이 

쉬운 것으로 는 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은 현재 사용중인 를 분산 핵연료로 대체하고자 중

간밀도의 분산 핵연료 실용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실용화 대상은 

분산물질로 우라늄 밀도 를 목표로 하였다 미국 은 년 

월에 을 개최하여 실용화 인허가에 필요한 핵연료의 특성 또는 성능시험 

항목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미국은 실용화를 위한 노내 조사시험을 할 수 있는 

연구로가 없어서 외국 네덜란드의 연구시험로를 이용할 계획이다 시험 

핵연료를 에서 한국원자력 연 이 공급하는 원심분무 핵연료분말을 사용하여 

각 의 핵연료제조를 추진하고 있던 중 에서 특허 출원한 원심분무 

기술 과 관련하여 미국 와 분쟁이 발생하여 중단되었다가 년 

에서는 조사시험 핵연료 제조를 재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반 정도

는 원심분무 분말로 제조하고 나머지 반은 캐나다 에서 파쇄 방법으로 

제조한 분말로 제조하였다 프랑스 는 년에 분말과 분말

을 방법으로 제조하여 우라늄 밀도를 로 판상핵연료 제조하여 프

랑스 원자로와 네덜란드의 원자로에서 표 와 같이 조사시험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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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 조사시험은 년 월부터 시작하여 순조롭게 조사시험이 진행되었

으나 그러나 의 조사시험은 년도 월에 장전하였으나 핵연료 발생하

여 총 주기에서 주기로 조사시킨 후 년도 월에 인출하였다 조사

시험 핵연료는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여 출력 밀도가 낮았을 뿐 아니라 표면 

열방출량도 비교적 낮아 전반적으로 조사시험에 문제가 없었으나 조사시험핵연

료는 농축도가 인 우라늄을 사용하여 보다 출력 밀도도 높고 표면 열방출량도 

큰 번에서 가 발생하였다 농축 우라늄 핵연료의 표면에는 

약 정도의 부식층 즉 열전도성이 극히 나쁜 물질층이 형성되어 핵연

료 피복재는 물론 핵연료 심재에도 온도가 높게 상승되었고 파쇄한 비정형의 모서

리가 많은 핵연료분말을 사용하여 핵연료 심재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아서 핵연료 

심재층은 두껍고 피복층도 얇은 취약한 곳에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프랑스는 년부터 을 구성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참여하고 있다 년까지 

의 분산 판상핵연료의 실용화를 완료시키고자 목표를 수립하였다 제 

단계 노내조사시험을 가 공급한 원심분무 분말로 노내조사시험 

핵연료를 제조하여 와 에서 년 말경부터 노내조사시험을 착수하였

다 프랑스는 핵연료 피복재의 표면 열방출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 차 

시험 핵연료는 제 차 값 보다 높은 에 목표를 두었고 제 

차 시험 핵연료는 제 차 값인 보다 높은 에 목표를 둔 

점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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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프랑스 의 분산 판상핵연료 조사시험

Reactor OSIRIS HFR

Fuel plate 1 2 3 1 2 3 4

Enrichment
(U-235) 19.65% 19.66% 19.66% 19.65% 35.54% 19.66% 34.86%

Mo content 7.6wt.% 8.7wt.% 8.7wt.% 7.6wt.% 6.6wt.% 8.7wt.% 9.6wt.%

U density 8.3
gU/cc

8.1 
gU/cc

7.9 
gU/cc

8.2 
gU/cc

8.1 
gU/cc

8.0 
gU/cc

8.2 
gU/cc

Porosity 12.4% 10.9 13.0 13.5 14.7 11.5 10.8

Irr. Time 
(days) 46 155 241 48.4 48.4 48.4 48.4

Max. 
surfacic 
power

(W/cm2) 

132 138 121 170 241.6 136.6 236.4

Max. 
Burnup (%) 16.1 41.6 54.0 15.6 13.6 14.5 14.7

mean 
volumic
Power 

3.5 kW/cm3 ⇒2.5 kW/cm3 59.8 kW/plate

Calculated 
cladding 

temperature
below 100 ℃ 185℃(enrichment 35%), 

130℃(enrichment 20%)



- 29 -

아르헨티나 연구소에서는 년 월까지 한국 에서 의 

분말을 공급받아서 월까지 핵연료 제조공정 조건을 수립한 다음 에서 

원심분무 분말을 공급받아 의 핵연료 집합체를 제조하여 연

구로에서 년 월부터 노내조사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핵연료 분말

을 방법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창안 개발하

였고 생산 공정 개발 중이며 분말로 핵연료를 제조하여 노내조사시험

을 수행한 결과 입자의 한 특성으로 인하여 기지와의 사이에 예상

보다 매우 심한 반응층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법에 의한 분말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핵연료입자 표면에 등의 방법으로 반응문제 개선을 위

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 조사시험에 참여하여 미국에서 개발된 

박판을 이용한 판상핵연료 제조과정에 참여하여 일부 핵연료를 

재질의 피복재로 성형하여 미국 에 공급한 바 있다 최근의 

조사시험 결과에 따르면 로 피복된 판상핵연료는 반응층이 

거의 없어서 또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발표하였다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에 합금의 얇은 두께 직경 

를 함유한 두 개의 를 장입하였다 의 

는 이다 우라늄 밀도가 인 분산핵연료로 동등한 두께를 계산

하면 이고 다시 를 감안하면 동등한 핵연료 심재의 두께는 

에 해당한다 시험에서 다른 의 분산 

와 동등하다

약 노내조사 후의 의 두께 증가율은 약 로 의 

분산핵연료의 두께 증가율 약 보다 작게 나타내 거동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과 사이의 반응은 거

의 일어나지 않아 대부분 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핵분열 

기체 기포들은 매우 작은 크기로 균일하면서 조밀하게 분포됨을 보였다 이러한 기

포의 생성 형태는 재결정에 의하여 미세화된 결정립계에서 기포들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핵연료는 매우 적은 부피 변화로 연구로 핵연료로 사

용 가능하므로 핵연료 제조방법이 경제적으로 적합하게 개발되면 기존 

연구로는 물론 향후 연구로의 핵연료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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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국내 개발 현황 및 기술 수준

한국원자력 연 의 분산 봉상 핵연료 노내 조사시험   

핵 비확산 정책으로 미국을 주축으로 설립된 은 연구로 핵연료

를 저농축 핵연료로 대체하고자 우라늄 고밀도 저농축 핵연료 개발을 년대 말

부터 추진하였다 우라늄 밀도 의 분산핵연료가 개발되

어 년대 말부터 이상인 연구로의 핵연료를 저농축 분

산핵연료로 대체하도록 추진하여 현재 약 정도까지 이르고 있다 이 정책에 따

라 하나로의 구동핵연료도 저농축  분산 핵연료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머지 에 해당하는 고성능 연구용 원자로도 저농축 핵연료로 대체하고자 약 

의 고밀도 핵연료를 년부터 개발을 착수하였다 핵연료 대상물질로 감마

상 우라늄 합금 물질을 선정하여 노내 조사시험한 결과 함량이 이상인 

합금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합금은 강인한 기계적 특성으로 기

존의 파쇄 방법으로 분말을 제조하기가 어렵고 한국원자력 연 에서 개발한 원심분

무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한편 핵저항성 저농축 핵연료로 대체 사용하는 정책을 주도한 미국은 사용 후 

핵연료를 미국으로 환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환수 정책은 년에 종

료되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 처분하는 방법으로 정책이 변경 수립되었다 재

처리 처분이 가능한 프랑스의 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분

산핵연료는 재처리가 곤란하고 개발 중인 핵연료는 재처리가 용이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은 현재 사용 중인 분산핵연

료를 핵연료로 교체하고자 개발중인 핵연료의 실용화를 추진하게 되

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원자력 연 은 분산 봉상 핵연료를 하나로에서 조사 

시험하여 실용화하는 사업을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과제로 년도 부터 추

진하게 되었다 분산핵연료가 하나로에 구동 핵연료로 실용화되면 하나로의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정책이 다변화되어 유리하게 되며 우라늄 고밀도의 핵

연료를 사용함으로 핵연료주기를 연장할 수 있고 구동 핵연료 집합체 수를 줄일 

수 있어 조사공 추가 확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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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노내 조사시험의 대상 핵연료는 현재 하나로에서 사용중인  

분산핵연료와 동등한 우라늄 밀도 의 분산 봉상 핵연료와 외국에

서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고밀도 의 봉상 핵연료로 하였다 하나로와 

동등한 우라늄 밀도 핵연료는 하나로 표준형 핵연료봉과 같은 사양으로 제조하고

고밀도인 의 핵연료는 심부 온도가 너무 높게 상승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핵연료 심재 직경을 로 작게 선정하였다 년 월 일 장전하여 

노내 조사시험을 하였으나 손상이 발생하여 월 일에 원자로 운전이 중단되었고 

월 일에 인출하였다 높은 우라늄 밀도 의 핵연료봉에서 출력이 가장 

높은 부위에서 피복재의 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손상부위의 핵연료 단

면을 관찰한 결과 양호한 열전도도를 갖게 하는 의 기지 물질은 대부분 반응되어 

밀도가 작고 열전도도가 낮은 로 반응되었고 팽윤으로 인하여 피복재가 

파손되었으며 중심부로부터 가 형성되어 주변으로 확산됨을 나타냈다 손상의 

주원인은 입자와 기지와의 상호반응이 과다하게 일어나면서 저밀도 물질 

형성에 의한 팽윤이 크게 발생하여 피복재에도 영향을 주면서 피복 압출에서 다소 

불완전하게 결합된 취약한 부위에서 파열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중심부에는 온

도가 매우 높게 상승되어 가 크게 형성되면서 주변으로 확산하는 경향을 나타

내 보였다

제 차 노내 조사시험에서는 분산핵연료가 최대로 허용하는 우라늄 밀도

와 출력을 찾는데 목표로 하였다 입자와 기지와의 상호반응이 급격히 일

어나지 않도록 핵연료 심재의 우라늄 밀도를 에서 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상호반응은 핵연료입자 크기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입자 크기

가 서로 다른 핵연료봉을 조사 시험하였고 핵연료봉의 주기연장과 관련하여 독극

물을 첨가한 핵연료를 조사 시험하였으며 또한 핵연료 피복재가 냉각수에 부식되

어 표면에 열전도성이 나쁜 층의 형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기 위

해 피복재 표면에 산화층 형성 전처리 및 한 핵연료봉을 노내 조사시험

하였다 열전도성 의 노내 조사시험에서 순수한 박판을 으로 피복한 판상 

핵연료 를 시험한 결과에서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은바 

있다 물질은 고온까지 핵분열 생성 기체의 기포 형성에 의한 팽윤이 매우 

적게 형성하면서 안정하게 거동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순수 

물질로 얇은 두께의 형 핵연료는 입자와 의 상호반응을 배제하는 형상

의 핵연료이므로 노내 조사거동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차 조사시험에 개

의 를 넣는 핵연료를 포함시켰다 제 차 노내조사시험 핵연료 집합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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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제조하여 하나로에 년 월에 장전하여 노내조사시험을 수행하여

약 까지 정상적으로 연소시켰다

제 차 노내조사시험 결과 핵연료 시편을 제외한 모든 분산핵연료

에서 의 팽윤량 변화를 나타내었다 핵연료에서

핵연료와 핵연료의 팽윤량은 연소도와 거의 직선적인 관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료봉 피복재에 치밀한 산화피막을 입힌 

핵연료의 팽윤과 큰 입자크기의 핵연료는 비교적 낮은 팽윤 거동을 

나타내었다 한편 핵연료는 보다 높은 연소도에서

는 핵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팽윤 특성을 나타내었다 즉 

핵연료가 직경 의 로 제조되어 직경 의 

로 제조된 핵연료에 비해 밀도는 높지만 단위 길이당 

핵연료의 장입량이 약 작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입자가 조사 후기에 거의 완전 반응되었기 때문에 핵연료의 팽윤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핵연료에서 의 함량을 로 증가한 

핵연료는 핵연료의 팽윤특성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초기 선출력 조절

을 위하여 의 를 첨가한 핵연료는 약간의 개선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연료의 직경변화로부터 변화를 측정한 결과 약 

의 높은 팽윤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높은 팽윤량은 주로 핵연료의 외경보

다 내경과 봉 사이에 고온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형태의 

간격을 가진 이 대부분 핵연료로 채워지면서 팽윤량이 급격하게 증가

한 결과이다 를 석영관에 주조하여 제조하는 공정에서 석영관으로부터 

분순물이 비교적 다량 혼입되어 상기과 같은 많은 을 일으킨 것으로 분

석 관찰되었다 핵연료의 조사특성 분석 기준용으로 선정된 

분산핵연료는 에서도 의 낮은 팽윤량을 보였으며 전 연소도 구간에

서 핵연료에 비해서 가장 낮은 팽윤 특성을 나타내었다

제 차 봉상 노내 조사시험에서는 제 차 및 제 차 조사시험 결과에서 밝

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자를 조대하게 제조하여 핵연료분말 입

자와 알루미늄 기지 간의 계면반응을 억제시키고자 하였고 분산핵연료 

대신에 신형상 순물질 핵연료인 형 및 다심형 핵연료를 제조하여 핵연

료분말 입자와 알루미늄 기지 간의 반응을 배제하고자 하였고 계 합금에 

제 합금원소 를 소량 첨가하여 노내 안정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였고

기지물질로 순수한 알루미늄 대신에 소량의 원소를 첨가한 합금 기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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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핵연료분말 입자와의 반응을 억제 시키고자 하는 등의 주

안점을 가지고 제 차 조사시험 핵연료를 설계 제조하여 년 월 일 부터 하

나로 조사공에서 조사시험이 수행되어 년 월 일까지 약 의 

평균연소도 까지 조사되었다 현재 개의 조사 핵연료봉에 대하여 부분적인 조사

후시험을 수행한 결과 의 큰 핵연료 입자크기를 갖는 분산핵

연료 에서 최대 의 반응층 두께에도 불구하고 심재 중심부에서 의 

반응층 분율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의 낮은 팽윤특성을 나타내었다 연소중 

반응층 생성으로 인한 온도증가를 예측모델을 통하여 계산한 결과 연소중 최대 온

도가 에서 로 계산되어 조사시험시에 같은 밀도로 조사되

어 심재 전체가 반응층으로 변한 시험핵연료의 조사중 최대온도가 약 

임을 고려할 때 큰 입자크기의 핵연료 분말을 사용함으로서 봉상 분

산핵연료에서 팽윤 억제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입증하였다 이와 함께 

과 같이 소량의 제 원소를 첨가한 경우와 

합금기지를 사용한 분산핵연료 의 경우에 팽윤량이 각각 와 로 

측정되어 합금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시험핵연료에서는 에서 보

다 최대 반응층 두께가 로 감소하여 고온 조사조건에서 합금기지가 핵연

료의 팽윤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세부 기술사항의 검토 분석결과

가 국내 외 세부기술 수준 비교표

표 국내 외 세부기술 수준 비교표

핵심 기술 
비교

국명 

국내 기술 

수준 
근  거 

◇ 핵연료분말 제조기술 프랑스 원심분무 분말 외국공급 

◇ 봉형 분산핵연료 제조

기술 
캐나다 하나로 핵연료 국산화 

◇ 우라늄 고밀도 핵연료 

제조기술 
프랑스

원심분무 제조기술을 고밀도

핵연료에 응용

◇ 분산핵연료 노외특성  
평가기술  

미국 
하나로 핵연료 및 조시시험 

캡슐 노외특성 평가
◇ 분산핵연료 연소성능 

시험 평가 기술  
미국 

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

술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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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정단위별 주요 기술 내용 및 그 기술수준의 분석 결과

외국의 경우

상기 국 내외 기술수준 비교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핵연료기술은 크게 분산핵

연료 제조기술 우라늄 고밀도 핵연료 기술 그리고 연소성능 시험기술로 크게 분류

할 수 있다 미국 프랑스 등에서 압연에 의해 핵연료 심재를 

판상으로 압연하여 제조하고 있으며 캐나다 에서는 압출에 의해 핵연료

심재를 성형하여 봉상핵연료를 제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파쇄분말 분산핵연료 제

조기술이 개발 완료되어 자국의 연구로용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

출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라늄 고밀도 핵연료에 대해서는 까지 

핵연료에 대해 개발되어 미국 의 승인을 받았으며 세계의 모든 연구로

를 저농축 핵연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까지의 에 

대해서는 년부터 미국 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다

분산핵연료 연소성능시험에 대해서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는 조사시편 설

계 조사방법 조사후 분석 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조사시험을 통해 새로

운 핵연료를 개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핵연료 팽윤거동에 대해 등 고유의 모델도 개발해 놓은 상태

이다

국내의 경우

년도 부터 연구로용 분산핵연료 제조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현재 캐나다에

서 개발한 제조방법과 마찬가지로 압출에 의해 제조된 핵연료심재를 성형하여 

봉상핵연료를 제조하고 있다 현재 제조기술은 거의 완성단계로 수율을 향상시키고

년경에 국산화를 목표로 생산 건물과 설비를 구비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우라

늄 고밀도 핵연료에 대해서는 한국원자력 연 에서 창안한 원심분무 분말제조기술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미 핵연료에 대해서는 중요한 특성분석

을 거의 마쳤으며 고밀도 핵연료를 개발하고자 미국 과 년 월부터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압출 및 전자빔 용접 기술은 계속하여 기술향상을 시켰으나 

현재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있으며 조사후시험 기술은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 개

발이 필요하다

다 기존 공정방법 기술에 대한 현황 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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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원자로는 주로 의 중성자를 이용함에 따라 핵연료로 이상 

고농축우라늄 을 원료로 하는 핵연료를 사용하였으나 핵확산 방지 정책의 일

환으로 년 이후 미국을 위시한 개국이 참가하여 저농축 연구용 원자

로 핵연료 개발 국제협력체가 구성되어 새로운 연구용 원자로용 핵연료 개발을 수

행하고 있다 원자로 및 핵연료 경제성을 목적으로 단위 부피당 우라늄밀

도 를 향상시키고 핵연료의 농축도를 감소시키고자 국제공동 협력체제로 수행하고 

있다 원자로특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 졌으며 그간 

계 합금 합금 합금 분말 분산형 등 

다양한 개발을 수행하였다 미국 등 대부분의 연구용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핵연료

는 판상 형태로 는 연소도가 높을 경우 팽윤이 크게 발생되는 문제로 

이 낮지만 를 감수하고 를 핵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카나다 및 한국의 하나로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는 봉형으로 를 사용해

도 구조상 압축응력이 작용하여 높은 연소도 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

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도 우리 기술로 연구로용 핵연료를 설계 제조하여 핵연료

를 공급하고 이를 통하여 핵연료소재를 개량시키는 것이 원자력 산업기술 개발의 

초석이 된다 년부터 국가 특정과제로 하나로 핵연료 개발연구를 수행하여 핵

연료설계를 하였고 핵연료집합체를 시험 제조한 바 있으며 현재 수입에만 의존하던 

핵연료를 전량 국산화하여 하나로에 공급 중에 있다

한편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료로 고농축 우라늄 핵연료가 사용되었으나 핵비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저농축 우라늄핵연료를 개발하여 전환하고자 전세계적인 

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저농축 분산 핵연료가 

개발되어 년대 중반부터 핵연료 전환사용이 추진되었으나 고성능 연구용 원자

로에는 기능상 전환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되었다 모든 연구용 원자로에 핵비확산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를 전환사용하기 위하여는 우라늄밀도를 높여야 하는 필요성

에 의하여 에서는 미국 의 지원 하에 전 세계적으로 우라늄 

고밀도 핵연료 개발을 년부터 다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는 질긴 성질이 있

어 파쇄하여 분말화하는 까다로운 공정을 거치지 않고 합금용탕을 으로 

바로 분말화하여 급속응고된 구형분말을 제조하는 기술을 자체 창안 및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미국 독일에 신물질 특허로 등록하였다 본 창안 기술에 대한 연구결

과를  년 부터 년에 걸쳐 국제회의에도 발표하여 본 핵연료의 우

수성을 인정 받았으며 미국의 에서는 에 건설예정인 

원자로의 핵연료에 사용목적으로 검토하고자 분말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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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청하여 년에 시료를 제공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예비시험을 수행한 결과 

결과가 양호하여 본 핵연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첫 단계로 미국 

원자로에 우라늄 고밀도 핵연료 재료 주로 상 우라늄 합금 에 대한 미

소 시편 조사 시험을 년 월경 착수하였다 국내에서는 하나로 핵연

료를 핵비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저농축 우라늄 실리사이드 분산핵연료로 선정

하였고 국산화를 위하여 년부터 핵연료기술을 추진하여 제조공정기술개발이 완

료되어 현재 하나로에 전량 공급하기 위한 양산화하는 사업을 수행중에 있다 개발

과정에서 원심분무 방법으로 구형입자 분산핵연료를 제조하는 신공정을 개발하여 

국제 특허를 획득하였는데 입자의 구형화로 핵연료의 성형성 열전도성 열양립성 

등의 향상으로 핵연료 성능이 향상되며 합금 용탕에서 바로 분말을 제조하는 특성

으로 이 추진하는 상 우라늄 합금 고밀도 핵연료 제조에 적

합한 제조공정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간 약 년간의 연구결과로  제조공정기술개

발이 완성된 단계로 양산화에는 기술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라늄 고밀도의 연구로 개량 핵연료 개발은 미국의 과 국제

협력으로 수행함에 의하여 괄목할만한 결과가 얻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심분무에 

의한 고밀도 우라늄 핵연료가 개발되면 전 세계의 고성능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료

로 확산 보급될 전망으로 창안 기술 수출에 의한 외화 획득에 기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우라늄 함량의 증가되면 핵연료의 장주기화가 가능하여 사용후 핵연료 발

생량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건설되어 운전중인 하나로의 핵연료는 봉상 핵연료로 

캐나다의 핵연료와 같은 형태이다 본 핵연료를 개발하기 이전 년에 캐나

다 에서는 기술 이전비로 만 을 요구한 바 있다 연간 다발의 수

입 금액은 약 만 이었지만 자체 국산화한 결과 약 만 이 소요되어

매년 만 의 원가절감과 함께 저농축우라늄 금속 원료 수입액을 감안하면 

연간 약 만 정도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한다 그간 특정과제로 수행하여 

창안하여 개발한 구형 분말핵연료는 국제적으로 핵연료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은 실정으로 미국의 연구소와 본 분

말을 사용하여 판상핵연료를 제조하여 원자로 노내연소시험을 통하여 성능우수성을 

입증시키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핵연료로 활용하고자 

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본 핵연료가 확산활용 되도록 추진되면 큰 수익을 올

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연료제조에 진공합금기술 동심압출 전자빔용접 정밀주조기술 등을  산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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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 시키면 산업발전에도 간접적인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원자력기

술의 해외의존을 탈피하여 자주성 확립 도모하며 원자력기술을 향상시켜 원자력에

너지를 안전하게 이용하여 석유에너지 위기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연구로 핵연료 활용 계획   

국내 연구로의 핵연료 적용은 기장에 건설되고 있는 기장 신형연구로에서 

세계 최초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기장 연구로에는 봉상이 아닌 판형 핵연료로 설계

되었으며 개발 및 성능 평가를 위해 하나로 조사시험 미국 연구로 조사시험 

등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기장 연구로는 년 운전 목표로 현재 핵연료설계가 

완료되어 핵연료 및 집합체 제조 및 검사 설비를 구축 중에 있다 또한 년 하

나로에서 및 에 대한 조사시험을 통하여 노내검증을 실

시하고 년 미국 에서 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연소성능 검증이 이루어질 예

정이다 연소 성능결과를 바탕으로 인허가가 완료되는 년부터 연구로 운전이 

시작되며 이에 대한 핵연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자체 개발 및 생산을 통해 공

급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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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절  고온 고출력 노내 조사 시험한 

봉상 핵연료에 대한 연소성능 평가

서론

핵 비확산 정책으로 미국을 주축으로 설립된 은 연구로 핵연료

를 저농축 핵연료로 대체하고자 우라늄 고밀도 저농축 핵연료 개발을 년대 말

부터 추진하였다 우라늄 밀도 의 분산핵연료가 개발되

어 년대 말부터 이상인 연구로의 핵연료를 저농축 분

산핵연료로 대체하도록 추진하여 현재 약 정도까지 이르고 있다 이 정책에 따

라 하나로의 구동핵연료도 저농축 분산 핵연료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머지 에 해당하는 고성능 연구용 원자로도 저농축 핵연료로 대체하고자 약 

의 고밀도 핵연료를 년부터 개발을 착수하였다 핵연료 대상물질로 감마

상 우라늄 합금 물질을 선정하여 노내 조사시험한 결과 함량이 이상인 

합금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합금은 강인한 기계적 특성으로 기

존의 파쇄 방법으로 분말을 제조하기가 어렵고 한국원자력 연 에서 개발한 원심분

무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한편 핵저항성 저농축 핵연료로 대체 사용하는 정책을 주도한 미국은 사용 후 

핵연료를 미국으로 환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환수 정책은 년에 종

료되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 처분하는 방법으로 정책이 변경 수립되었다 재처

리 처분이 가능한 프랑스의 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분산

핵연료는 재처리가 곤란하고 개발 중인 핵연료는 재처리가 용이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은 현재 사용 중인 분산핵연

료를 핵연료로 교체하고자 개발중인 핵연료의 실용화를 추진하게 되

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원자력 연 은 분산 봉상 핵연료를 하나로에서 조사 

시험하여 실용화하는 사업을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과제로 년도부터 추

진하게 되었다 분산핵연료가 하나로에 구동 핵연료로 실용화되면 하나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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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핵연료 처리 정책이 다변화되어 유리하게 되며 우라늄 고밀도의 핵

연료를 사용함으로 핵연료주기를 연장할 수 있고 구동 핵연료 집합체 수를 줄일 

수 있어 조사공 추가 확보도 가능하다

핵연료봉에 대하여 조사후시험을 수행한 결과 의 큰 핵연료 

입자크기를 갖는 분산핵연료 에서 최대 의 반응층 두께에

도 불구하고 심재 중심부에서 의 반응층 분율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의 

낮은 팽윤특성을 나타내었다 연소중 반응층 생성으로 인한 온도증가를 예측모델을 

통하여 계산한 결과 연소중 최대 온도가 에서 로 계산되어 

조사시험시에 같은 밀도로 조사되어 심재 전체가 반응층으로 변한 시험

핵연료의 조사중 최대온도가 약 임을 고려할 때 큰 입자크기의 핵연료 

분말을 사용함으로서 봉상 분산핵연료에서 팽윤 억제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입증하였다 이와함께 과 같이 소량의 제 원소를 

첨가한 경우와 합금기지를 사용한 분산핵연료 의 경우

에 팽윤량이 각각 와 로 측정되어 합금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시험

핵연료에서는 에서 보다 최대 반응층 두께가 로 감소하여 고온 조사조

건에서 합금기지가 핵연료의 팽윤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제 차 노내 조사시험 에서는 이러한 제 차 조사시험 결과를 반영하

여 하나로 노심에 우라늄 장입밀도 한계를 최대 로 설정한 봉상 또

는 분산핵연료를 대부분 의 조대 핵

연료 분말로 만들어 노내조사시험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분산핵연료에

서 생성되는 반응층의 안정화 방안으로 밝혀진 바 있는 첨가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기지내의 함량을 로 다양하게 변화시킨 합금기지를 

사용하여 고온 조사조건에서 반응층 성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분산핵연료 

조합과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선출력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차 노내 조사된 종류의 또는 분

산핵연료 대한 조사 후 시험 및 연소성능 평가를 완료하였다 우라늄 장입밀도 한계를 

최대 로 설정한 봉상 또는 분

산핵연료를 대부분 의 조대 핵연료 분말로 만들고 반응층의 안정화 방안

으로 밝혀진 바 있는 첨가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기지내의 함량을 

로 다양하게 변화시킨 합금기지를 사용한 결과 

핵연료에서 기지에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측정된 최대 반응

층은 으로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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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두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비교적 균일한 반응층 두께를 나타내었다 합금원

소 첨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및 을 첨가한 핵연

료에서는 을 첨가한 경우 약 의 반응층을 형성해 을 첨가했을 때 약 두

께에 비해 더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조사시험 핵연료에서 측정된 팽윤량

을 이전의 시험결과와 비교한 결과 조사초기 핵연료 중심온도가 

로 이전 조사시험 조건보다 더 가혹한 조사조건에도 불구하고 합금기지의 사

용시 의 낮은 팽윤 거동을 나타내었으며 및 합금원소 첨가시 

로 더 낮은 팽윤 거동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조사후 시험 및 연소평가를 통하여 모든 조사핵연료 반응

층에서는 이 반응층 기지의 경계에 정도 소량 분포하면서 조사중 기

지로부터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반응층 성장 속도를 크게 낮춘다는 새

로운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확산 에 오류가 있음을 세계 최

초로 규명할 수 있었다

조사후 시험결과 

가 핵연료의 조사이력

제 차 노내 조사시험 에서는 제 차 조사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하나

로 노심에 우라늄 장입밀도 한계를 최대 로 설정한 봉상 또는 

분산핵연료를 대부분 의 조대 핵연

료 분말로 만들어 노내 조사시험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분산핵연료에

서 생성되는 반응층의 안정화 방안으로 밝혀진 바 있는 첨가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기지내의 함량을 로 다양하게 변화시킨 합금기지를 

사용하여 고온 조사조건에서 반응층 성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분산핵연료 

조합과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선출력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시험 집합체는 하나로 조사공에서 년 월 일 주기 

운전부터 조사시험을 시작하여 동안 하나로에서 조사

된 후 방출연소도 로 인출되었다 조사시험중 최대선출력은 

이었고 조사후 반응층 형성시킨 핵연

료에서 의 국부 최대 연소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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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핵연료의 조사시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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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KOMO-4 핵연료의 선출력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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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연료봉 외관 관찰

시험핵연료는 조사 초기에 가장 높은 선출력 변화를 받기 때문에 핵연료의 건전

성 유무를 주기마다 수중 표면 관찰하였다 조사 기간중 핵연료봉 외관은 

별다른 이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성공적으로 조사시험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모든 시험연료봉을 관찰한 결과 조사시험시 선출력이 가장 높았

던 부위에서도 층의 현상이 없는 건전한 핵연료봉 외관을 

나타내었다

다

조사 핵연료봉을 절단하기 전에 연소도 분석을 위하여 을 실시하였

다 그림 핵연료봉과 검출기와의 거리는 이었으며 축방향 세기분포를 

크기의 를 사용하여 연료심재 끝단에서부터 씩 

초의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일부 화학분석으로 연소도를 측정한 결과 비교하기 위

하여 최대 연소도 부위에서 초 동안 측정한 후 핵종 스펙트럼을 분석하였

다 의 값은 동일 형태의 핵연료봉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핵연

료봉의 중심부로 갈수록 높아진다

조사된 분산 핵연료봉에 대하여 최대 연소도 부위 와 

의 상대적으로 낮은 연소도 부위에서 절단을 하여 조직시험 밀도측정 분석

을 위한 시편을 채취하였다 그림 는 최대 연소도 부위에서 절단한 조사후 핵연

료봉 단면의 저배율 광학사진이다

라 표면 산화층

핵연료봉의 조사시험중 최대 선출력 부위에서 생성된 피복재 표면의 

산화층에 대한 두께 측정 결과 조사시험 핵연료 및 

조사시험 핵연료 와 비슷한 두께의 산화층이 관찰되었으며 그림 

함량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핵연료봉 사이에 온도가 유사했

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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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험집합체의 조사중 표면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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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후 연료봉의 결과 및 절단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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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최대 연소도 부위에서 절단된 조사후 핵연료봉의 저배율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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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의 대표적인 표면산화층 관찰결과 최대 선출력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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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분산핵연료에 대한 분석 

미세조직

조사시험된 분산핵연료에 대한 미세조직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분말 크기 가 다른 조대립 분산핵연

료에 대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 입자가 클수록 기지와의 접촉 면적

이 적어지면서 분산핵연료 심재 내에 와 사이의 상호반응에 의해 생성된 

낮은 열전도도 특성을 갖는 반응층 의 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조사후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조사후 시험에서는 

기지를 사용한 분산핵연료에서는 함량에 따른 반응층 성장억

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핵연료에서 기지에 함

량이 증가함에 따라 측정된 최대 반응층은 

으로서 반응층 두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비교적 균일하게 반응층이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핵연료의 단면에서 

측정된 반응층 분율은 로서 첨가하지 않은 핵연료 와 비교하

여 기지에 의 첨가로 인하여 반응층 형성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지에 소량의 제 원소를 첨가한 및 

핵연료에서는 반응층 두께는 각각 평균 및 로 

측정되었고 팽윤량은 각각 와 로 측정되어 첨가가 고온 조사조건에

서 핵연료의 팽윤억제에 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핵연료 입자 표면에 약 두께의 반응층을 미리 형성시

킨 및 분산핵연료를 조사시험 하여 고온 조사조건

에서 기지의 확산거동 변화에 미치는 반응층 안정화 원소인 의 역할을 분석하

였다 시간 진공열처리 하여 입자 표면에 약 이 포함된 

두께의 반응층을 미리 형성시킨 분산핵연

료 를 의 연소도까지 조사시험한 결과 반응층 두께는 약 로 측정

되어 가 조사중 정도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초기 반응층이 없는 같은 종류의 핵연료에서 측정된 최대 반응층이 약 

임을 고려할 때 가 없더라도 충분한 반응층 성장 억제효과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형성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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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산핵연료의 심재 위치별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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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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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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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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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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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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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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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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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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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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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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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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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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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층 두께분포

조사중 온도가 가장 높은 핵연료 심재중심으로부터 온도가 가장 낮은 표면까지

의 반경방향으로 거리에 따른 반응층 두께분포를 분석한 분석하였다 분

산핵연료에 대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 연소도 부위에서 최대 반응층 

두께는 약 이었으며 미세조직 단면으로부터 측정된 반응층 분율은 이었

다 그러나 기지를 사용한 분산핵연료에서는 함량에 따른 반

응층 성장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핵연료에서 

기지에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측정된 최대 반응층은 

으로서 반응층 두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비교적 균일한 반응층 두께를 나타내었다 그림 이와함께 

핵연료의 단면에서 측정된 반응층 분율은 로서 첨가하지 않은 핵

연료 와 비교하여 기지에 의 첨가로 인하여 반응층 형성을 획기적

으로 저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까지 밝혀진 합금기지를 사용함으로서 판형핵연료에서의 반응층 성장

은 조사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으로 인하여 의 첨가만으로도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그림 에서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하여 약 

의 고온 조사조건에서 분산핵연료에 대한 조사시험을 수행한 결과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반응층 성장은 지속적으로 억제되고 충분한 반응층 성장 

억제효과를 위해서는 약 이상의 첨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핵연료에서 반응층 성장에 미치는 온도 효과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지를 사용한 분산핵연료에서는 및 

합금 첨가에 따른 반응층 성장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핵연료에서 분말에 및 를 첨가하였을 때 측정된 평균 반

응층은 각각 으로 합금원소를 첨

가하지 않은 의 평균 에 비해 반응층 두께가 감소하였으며 에 

비해 합금원소를 첨가하는 것이 반응층 성장 억제에 더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림 

그리고 핵연료 입자 표면에 약 두께의 반응층을 미리 형성시

킨 또는 분산핵연료를 조사시험하여 고온 조사조건에서 

기지의 확산거동 변화에 미치는 반응층 안정화 원소인 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간 진공열처리하여 입자 표면에 약 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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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의 반응층을 미리 형성시킨 분산핵연

료 를 의 연소도까지 조사시험한 결과 그림 에서와 같이 

반응층 두께는 약 로 측정되어 가 조사중 정도 성장

하였다 그러나 초기 반응층이 없는 같은 종류의 핵연료에서 측정된 최대 

반응층이 약 임을 고려할 때 가 없더라도 충분한 반응층 

성장 억제효과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형성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실험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그림 에서와 같이 핵연료의 반응층에서 조사전과 비교하여 거의 비

슷한 조성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일부 반응층 기지 경계에서 추가적인 확

산에 의한 부위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핵연료에서도 

형성이 반응층 성장억제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팽윤량 비교

조사된 핵연료의 팽윤량 평가를 위하여 핵연료 시편의 심재외경을 정확하

게 측정하여 조사전의 치수와 비교하였고 핵연료봉 길이방향으로의 치수변화는 없

다고 가정함으로서 체적변화량을 측정하여 팽윤량을 계산하였다 측정된 핵연료 심

재의 팽윤량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은 분산핵연료의 연소초기의 심재중심부 온도 에 따른 

측정된 팽윤량의 변화를 핵연료의 팽윤량과 같이 비교하였다 조사시에 

발생되는 반응층 성장은 조사 유기 열적 활성화 과정 

으로 진행됨을 고려할 때 온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시험 핵연료에서 측정된 팽윤량을 이전의 시

험결과와 비교한 결과 조사초기 핵연료 중심온도가 로 이전 조사시험 조건보

다 더 가혹한 조사조건에도 불구하고 합금기지의 사용시 의 낮은 

팽윤 거동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분산핵연료에 합금원소 첨가에 따른 팽윤량 변화를 

관찰한 결과 합금원소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의 팽윤량에 비해 첨가시 

첨가시 로 팽윤량이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합금원소 첨가가 

핵연료와 기지사이의 반응을 억제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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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시험된 핵연료의 미세조직

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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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U-7Mo/Al-Si 핵연료의 반응층 두께 분포(~50%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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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봉상의 KOMO-4 핵연료와 외국의 판형핵연료와의 반응층 거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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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U-7Mo-xTi, Zr(x=1 wt%)/Al-5Si 핵연료의 반응층 두께 분포

(~50%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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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의 반응층 평균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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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전 열처리후 조사후 

그림 두께의 방응층 형성된 핵연료의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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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시험된 반응층 형성 핵연료의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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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U-7Mo/Al-Si 핵연료의 반응층 두께 분포(~50%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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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된 핵연료의 반응층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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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KOMO-4 분산핵연료의 BOL 핵연료 중심 온도에 따른 팽윤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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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산핵연료에서 합금원소를 첨가한 핵연료 중

심 온도에 따른 팽윤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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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산핵연료에서 합금원소를 첨가한 

연소도에 따른 팽윤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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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해석

조사 중 성장하는 와 기지 간의 반응층은 핵연료 심재의 열전도도를 변

화시키므로 반응층 성장 모델을 수립하여 핵연료 성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코

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서는 분산핵연료의 온도 변화를 

계산하였으나 에서는 뿐만아니라 분산핵연료의 반

응층의 두께변화 부피분율 변화 핵연료 심재 팽윤량 중심온도 변화 등을 계산할 

수 있는 관계식을 수립하여 코드에 반영하였다

그림 은 조사후시험으로 측정된 분산핵연료 분산핵

연료 분산핵연료의 반응층 두께를 바탕으로 반응층 성장속도 모델을 

구한 후 코드에 의해 계산된 반경방항 반응층 두께를 도시한 결과이다 반응층 성

장속도 모델은 국제공동연구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아래와 같은 경험식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
RT

Q
tfAY exp2/12 &

는 반응층 두께 f& 는 는 조사 시간

은 기체상수 는 절대온도 는 상수 는 활성화에너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함량에 따른 상수값의 변화를 구할 수 있었으며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수값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는 성능 계산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된 분산핵연료

분산핵연료 분산핵연료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다 선출

력이 연소 후반기에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핵연료 심재의 중심온도는 그다지 감소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반응층의 성장으로 인하여 핵연료 심재의 열

전도도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 온도는 약 연소도 부근에

서 나타났다

그림 는 분산핵연료의 반응층 부피분율을 반경 방향에 따라 측

정한 결과와 계산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분산핵연료의 반응층 부피

분율은 반경 방향 위치에 따라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미만의 값을 가

지고 있었다

다음 표 는 성능해석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된 팽윤량을 측정량과 비교한 결

과이다 반응층 부피분율이 높은 분산핵연료가 약간 높은 팽윤량이 측정

되었으며 계산에서도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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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측정팽윤량 계산 팽윤량

표 측정 팽윤량과 계산 팽윤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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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조사후시험으로 측정된 반응층 두께와 계산된 반응층 두께(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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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연소 이력에 따른 온도 변화 계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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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반경 방향에 따른 반응층 부피분율 측정값과 계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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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층에 대한 조성분석

조사시험한 분산핵연료의 반응층에 대한 조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는 조사된 핵연료심 중심부에서 

형성된 반응층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조사시험과 동일하게 반응층

의 조성은 이었고 조사중 합금기지로부터 반응층으로 확산된 

량은 최대 로 주로 반응층 기지의 경계에 분포하였다 이러한 반응

층 내의 분포 특성은 측정에 사용된 모든 핵연료에서 동일하게 관

찰되었다 미국 프랑스에서는 지금까지 핵연료에서 조사중 생성되는 

반응층에 이 입자 표면의 에서 확산되어 반응층

을 형성하고 은 반응층 내에서 골고루 분포할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해

석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된 노외 확산실험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의 고온 조사조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

핵연료 반응층에서는 이 반응층 기지의 경계에 정도 소량 분포하면

서 조사중 기지로 부터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반응층 성장 속도를 크게 

낮춘다는 새로운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확산 에 오류가 있음

을 세계 최초로 규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핵연료의 반응

층에서 비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기지에서 함량이 로 

증가할 때 의 비가 에서 로 감소하였고 이를 통해 첨가량이 증

가함에 따라 반응층 성장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합금원소를 첨가한 핵연료에서의 의 비는 약 

를 나타내었으며 핵연료의 값 에 비해 더 

낮은 반응층 성장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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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된 핵연료의 반응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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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Image Mapping Mo Image Mapping 

Si Image Mapping U Image Mapping 

그림 조사된 핵연료의 원소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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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된 핵연료의 반응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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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된 핵연료의 반응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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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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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U-7Mo/Al-xSi(x=2, 5, 8) 핵연료의 반응층에서 (Al+Si)/(U+Mo) 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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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U-7Mo/Al-xSi(x=1, 5) 핵연료 중심에서 거리에 따른 Phase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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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된 핵연료의 반응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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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의 반응층에서 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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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된 핵연료의 반응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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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의 반응층에서 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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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하나로에서 우라늄 고밀도의 핵연료를 사용할 경우 사용후 핵연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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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 추가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봉상 핵연료

를 하나로에서 조사 시험하여 실용화하는 연구사업을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

과제로 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년 월에는 고밀도 핵연료를 

포함한 분산핵연료를 이용하여 제 차 노내조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년 

월 일에 중밀도 또는 핵연료를 포함한 제 차 노내조

사시험을 평균연소도 까지 수행하였다 제 차 노내조사시험은 제 차 

및 제 차 시험결과에 나타난 반응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대립 분말을 

사용한 의 분산핵연료를 기본으로 선정하여 년 월 일

에 시작하여 년 월 일 까지 일간 조사하여 약 의 연소도까지 수행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하나로 노심에 우라늄 장입밀도 한계를 최대 로 설정

한 봉상 또는 분산핵연료를 대부분 

의 조대 핵연료 분말로 만들어 노내조사시험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분산핵연료에서 생성되는 반응층의 안정화 방안으로 밝혀진 바 있는 

첨가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기지내의 함량을 로 다양하게 변

화시킨 합금기지를 사용하여 고온 조사조건에서 반응층 성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분산핵연료 조합과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선출력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차 노내 조사된 종류의 또는 

분산핵연료 대한 조사 후 시험 및 연소성능 평가를 완료하였다 우라늄 장입밀도 

한계를 최대 로 설정한 봉상 또는 

분산핵연료를 대부분 의 조대 핵연료 분말로 만들고 반

응층의 안정화 방안으로 밝혀진 바 있는 첨가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기지

내의 함량을 로 다양하게 변화시킨 합금기지를 사용한 결과 

핵연료에서 기지에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측

정된 최대 반응층은 

으로서 반응층 두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비교적 균일한 반응층 

두께를 나타내었다 합금원소 첨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및 을 첨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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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에서는 을 첨가한 경우 약 의 반응층을 형

성해 을 첨가했을 때 약 두께에 비해 더 효과적이었다

를 형성시킨 핵연료는 연소후에도 반응층 성장이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조사시험 핵연료에서 측정된 팽윤량을 이전의 

시험결과와 비교한 결과 조사초기 핵연료 중심온도가 로 이전 조

사시험 조건보다 더 가혹한 조사조건에도 불구하고 합금기지의 사용시 

의 낮은 팽윤 거동을 나타내었으며 및 합금원소 첨가시 

로 더 낮은 팽윤 거동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조사후 시험 및 연소평가를 통하여 모든 조사핵연료 반응

층에서는 이 반응층 기지의 경계에 정도 소량 분포하면서 조사중 기

지로부터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반응층 성장 속도를 크게 낮춘다는 새

로운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확산 에 오류가 있음을 세계 최

초로 규명할 수 있었다

제 절  원심분무 표면처리 분말 신기술 개발

서론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료로는 미만의 를 함유하고 있는 저농축 우라늄 

화합물 또는 우라늄 합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 와 같은 실리사이드

가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라늄 실리사이드는 취성이 있는 금속간화합물이기 

때문에 주조 후 파쇄한 후 알루미늄과 혼합하여 연간 압연 또는 열간 압출에 의해 

판상 또는 봉상 핵연료 형태로 제조된다 우라늄 실리사이드를 사용하는 핵연료의 

심재는 대부분 의 우라늄 밀도를 갖도록 제조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원자

로에서 사용가능하나 일부 고출력 원자로에서는 더 높은 우라늄 밀도를 필요로 한

다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저농축 우라늄 연료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실리사

이드 핵연료보다 우라늄 밀도가 더 높은 핵연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러 고밀도 

우라늄 합금과 화합물을 시험 평가한 결과 우라늄 몰리브데늄 합금이 가장 유망한 

고밀도 우라늄 합금 연로로 인정되고 있다 약 의 몰리브데늄을 함유한 우라

늄 합금은 기존의 실리사이드 합금보다 인성이 높기 때문에 파쇄법으로 제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합금 분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유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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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 기술을 이용해서 제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심분무 기술을 통해 제조된 

합금은 우수한 연소 성능을 나타내지만 우라늄 합금과 알루미늄 기지의 상

호반응에 의해 형성된 비정질 알루미나이드계인 반응층으로 인해 분산핵연료의 열

전도도를 떨어뜨리고 핵연료의 중심온도를 상승시켜 궁극적으로는 구조적인 강도

를 저하시켜 핵분열기체에 의한 팽윤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

하나로에서 진행된 봉상 분산핵연료 조사시험인 의 결과를 보면 

기지에 을 첨가하였을 때 핵연료와 기지의 반응층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지에 이 다량 첨가될 경우 기지의 열전도도를 낮출 뿐 아

니라 가공성 저하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핵연료 분말과 기지의 반응을 억

제하기 위해 핵연료 분말을 코팅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산화물 계열의 세라믹 코

팅 등의 코팅물질이 제시되어 왔으며 본 과제에서는 확산 열처리법에 의한 

실리사이드 코팅 기체 반응법에 의한 나이트라이드 코팅을 이용한 

원심분무 표면처리 분말 신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말 특성을 평

가하였다

확산 열처리법에 의한 실리사이드 코팅

가 실리사이드 코팅 제조

원심분무로 제조된 와 분말을 실리콘 분말

과 함께 혼합하여 약 의 진공챔버에서 열처리 함으로써 핵연료 

분말 전체에 안정적인 실리사이드 코팅층을 형성시켰다 핵연료 분말과 실리콘 분

말을 혼합 시 지르코니아 을 이용한 방법 분말 혼합비 

을 도입하여 분말의 균질한 혼합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그림 에 확산열처리 법

에 의한 실리사이드 코팅 분말 및 확산쌍 시험 시편제조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확산열처리를 시행한 실리사이드 코팅 분말의 단면을 으

로 관찰해 보면 약 두께의 가 균일하게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실리사이드 코팅층을 로 분석을 하면 최대 이상의 실리콘이 

검출되며 실리콘 및 우라늄의 확산으로 이루어진 층이므로 확산정도에 따라 

개의 다른 층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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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확산열처리법에 의한 실리사이드 코팅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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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실리사이드 코팅된 분말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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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실리사이드 코팅된 분말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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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리사이드 코팅된 분말과 과의 노외 반응성 실험

실리사이드 코팅이 분말과 기지와의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확산쌍 시험을 진행하였다 확산쌍 시험은 분말 코팅과 동일한 방법으로 

형태의 디스크를 코팅한 후 혹은 디스크와 접촉시킨 후 도

도 도에서 각각 시간 열처리 하여 과 의 확산에 의한 반응층 생성 거동

을 관찰하는 것이다 도에서 시간 열처리 했을 경우 코팅하지 않은 와 

디스크의 경우 약 정도의 반응층이 형성되었다 또한 과 디

스크와의 확산쌍 시편의 경우 모두 약 두께의 반응층이 형성되었다 반면에 

실리사이드 코팅한 와 디스크의 경우 약 정도의 반응층이 형성되었

는데 이는 시험 전 약 두께로 형성된 층을 포함한 두께이므로 실직

적으로는 반응층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 또한 코팅한 의 경우 열처리 온도

와 열처리 시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균일한 두께의 반응층 이 형성

되어 안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체 반응법에 의한 나이트라이드 코팅

가 나이트라이드 코팅 제조

질화 처리 는 합금의 표면에 질소를 침투시켜 강도 및 표면 특성을 강

화하는 표면처리방법으로 전술한 실리사이드 코팅과 다르게 핵연료분말과 가스

를 이용해 고체 기체 반응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공정이 간단하고 생산성이 높은 장

점이 있다 특히 기체 반응법으로 생성되는 질화 우라늄의 경우 높은 용융온도로 

인해 내화 특성이 좋고 높은 우라늄 밀도를 갖으며 열전도도 또한 양호한 편이다

본 과제에서는 그림 와 같이 진공 회전 열처리로를 설계하여 나이트라이드 코

팅 기술을 개발하였다 진공로 내부는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 내에 이트리아

안정화 지르코니아 도가니로 구성되어 있어 도가니 내에 분말을 장입

하여 코팅을 실시한다 스테인리스 튜브 양 끝단은 진공라인과 가스 공급 라인이 

연결되어 있다 코팅 중에 도가니가 약 으로 회전하여 장입된 분말 전체가 

골고루 질소 가스와 반응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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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확산쌍 실험으로 형성된 반응층 두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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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진공회전 열처리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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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분무 핵연료 분말의 종류 에 따라 열처리 온도 및 시간

을 변경하면서 코팅층의 조성 및 코팅층 두께 변화를 확인하여 최적 코팅 두께 조

건을 확립하였다 실험 전 장입 핵연료 분말의 사이즈 및 장입량에 따른 핵연료 분

말과 질소가스와의 반응도를 계산하여 예상 코팅 두께를 계산하였다 원심분무 된 

핵연료 분말과 나이트라이드 코팅 처리한 핵연료 분말을 을 이용하

여 결정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코팅 처리된 분

말의 경우 의 나이트라이드 코팅층에 대한 결정 피크가 뚜렷하게 나타났

다 보다 정확한 결정분석을 위해 고에너지 를 이용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는 절에 기술하였다

분말에 대해서 열처리 온도 열처리 시간 질소가스 유입량 등을 변화시

킨 결과 최종적으로 에서 분 동안 의 속도로 시행하였을 때 최적의 

나이트라이드 코팅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을 핵연료 분말에 첨가하였을 

경우에 코팅 특성 코팅 두께 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코팅층에 대한 분

석 결과를 보면 코팅층은 매우 치밀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높은 농도의 이 검출되

었다 또한 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고 약간의 산소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원심분

무 분말에 존재했던 산화층 및 분말 처리 과정에서 산화가 일어났기 때문으로 추정

된다

나 나이트라이드 코팅 건전성 확인

나이트라이드 코팅 핵연료 분말의 열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외 열

처리 실험을 진행하였다 진공 열처리로에서 에서 약 시간 동안 열처리 한 

후 반응층 형성 거동을 분석하였다 코팅 처리를 하지 않은 분말에서는 최대 

정도의 반응층이 형성된 반면 나이트라이드 코팅 처리를 한 분말의 경우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보면 코팅 처리된 핵연료 분말의 경우 노

심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리사이드 또는 나이트라이드 코팅 처리된 핵연료 분말을 이용하여 

압출봉을 제작 한 후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 핵연료봉 

제조 과정에서도 코팅층의 건전성이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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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말 사이즈 및 장입량에 따른 코팅층 두께 계산 및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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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나이트라이드 코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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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공정조건별 나이트라이드 코팅 형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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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나이트라이드 코팅분말 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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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나이트라이드 코팅 된 핵연료 분말 의 노외 열처리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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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팅 분말을 이용한 압출봉 제작 후 코팅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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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과제에서는 연구로용 핵연료로 이용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저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합금의 기지와의 반응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원심분무 핵연료 분말 표면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특성을 평가

하였다 확산 열처리법에 의한 실리사이드 코팅 기술과 기체 반응법을 이용한 나이

트라이드 코팅 기술을 개발하여 최적의 코팅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코팅 처리된 분

말의 코팅층 특성 분석 및 노외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여 평가하였다 실리사이드 

코팅 핵연료 분말로 제조된 핵연료 봉의 경우 기지에 을 첨가한 경우보다 더 

우수한 노외 특성을 보였다 또한 나이트라이드 코팅의 경우 도씨에서 약 분 

정도만 코팅 처리하더라도 약 의 균질한 코팅층을 형성시킬 수 있고 특히 을 

핵연료 분말에 제 의 원소로 첨가시킬 경우 더 우수한 코팅 특성을 보였다

또한 이상의 높은 열처리 온도에서도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우수한 열

적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제 절  실크기 실용화 조사시험 핵연료 

선정 및 제조

서론

실용화를 위한 최종 단계인 실크기 핵연료 봉 및 집합체를 제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 시험 및 조사 후 시험을 완료한다 조사 후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고온 고출력 조건에 적합한 적절한 핵연료 입자 크기 기지 내 함량 등

을 결정하여 실크기 핵연료 조사용 핵연료를 제조 하고 조사 시험 및 조사 후 시험

을 수행한다

제 차 노내조사시험 에서는 봉 집합체의 최외각에 개의 봉

상 분산핵연료를 내부에는 개의 핵연료봉을 배치하고 조사

공에서 장전 후 조사시험 기간 동안 시험 핵연료봉의 위치를 고정함으로서 보다 정

확한 연소이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첫째 실용화를 위한 

실크기 핵연료로서 고온 고출력 조건에 적합한 기지에 이하 크기의 

분말 및 이하 크기의 합금원소가 첨가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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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를 노내 조사시험하여 연소성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실크기 핵연료 봉 중

심 온도의 제한치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로 구성된 독물질을 첨가

하였다 두 번째로 핵연료 입자 표면에 약 두께의 반응층을 미리 

형성시킨 또는 분산핵연료를 조사시험하여 고

온 조사조건에서 기지의 확산거동 변화에 미치는 반응층 안정화 원소인 의 역

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대부분 분말크기를 갖는 분

산핵연료와 의 제 합금원소 를 소량 첨가한 원계 분산핵연료

에 반응층 안정화 원소인 및 질화물을 약 두께로 코팅한 분산핵연료를 노내 

조사시험하여 코팅층 형성을 통한 핵연료와 기지간의 반응층 형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등의 주안점을 가지고 제 차 조사시험 핵연료를 설계

제조하였다

조사시험 핵연료 설계 및 제조

가 용 분말제조 및 특성

조사시험에서 사용할 및 

분산 핵연료봉을 제조하기 위한 원심분무 분말은 제

조 시 사용되었던 의 입도크기를 가지는 기존 

분말을 이용하였고 추가로 용 를 다음과 같이 제조하여 사용하

였다 핵연료로 사용하기 적절한 입도 크기 를 제조하기 위하여 안정화 지르

코니아 도가니에서 고주파 유도 진공 용해하여 디스크 직경 및 회전속도 

조건으로 출탕온도는 에서 분말을 원심분무 제조하였다

그림 은 원심분무에 의해 제조된 용 합금 분말

의 형상이며 그림 는 제조된 분말에 대하여 로 분석한 입

도 분포도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입도 분석결과 원심분무 입자의 크기는 평

균 로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원심분무 분말제조 수율은 이상

이었으며 성분별 화학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에 에서 사용한 

와 함께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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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합금 원심분무 분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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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심분무법으로 제조된 분말의 입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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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원심분무 및 합금분말의 화학조성

        시  료  명

 분 석 원 소

LEU-7Mo

(S002 batch)

LEU-7Mo

(557 batch)

LEU-7Mo

(676 batch)

LEU-Mo-1Zr

(558 batch)

LEU-Mo-1Ti

(677 batch)

 Mo (wt%) 7.1±0.1 6.2±0.1 6.97±0.07 6.8±0.1 6.95±0.05

   Ti         (㎍/g) 6.0±0.1
0.83±0.01(wt

%)

 Zr (㎍/g) 14.1±0.2 139±3
0.82±0.01(wt

%)
60.6 ± 2.1

   Si        (mg/g) 324.7±0.7 0.12±0.002 0.18±0.004

 Al (㎍/g) 28.9±0.6 12.0±0.4 11.7±0.4

 B          (㎍/g) < 1 < 1 < 1

 Cd        (㎍/g) < 1 < 1 < 1

 Co   (㎍/g) 2.1±0.1 < 1 < 1

 Cu        (㎍/g) 9.2±0.2 16.1±0.3 25.1±0.4 14.0±0.3 19.6±0.4

 Ni    (㎍/g) 43.9±0.6 21.5±0.8 81.8±1.2 24.8±0.9 81.2±1.2

 Fe        (㎍/g) 105±2 46.3±2.1 177±2 70.9±2.2 138±2

 Zn        (㎍/g) 1.1±0.1

 Mg       (㎍/g) 3.6±0.1

 Li       (㎍/g) < 5 < 1 < 1

 C       (㎍/g) 310 150 50  40 30

 H         (㎍/g)  2.2  5.4 20   9.8 12

 O         (㎍/g)  250  2044 380  143 40

 N     (㎍/g)  180  35 70  42 110

U

-isotope 

(wt%)

U-234 0.163±0.008 0.14 0.14

U-235
19.603±0.01

2
19.71±0.11 19.72±0.11

U-236 0.126 0.20 0.20

U-238
80.108±0.01

4
79.95±0.11 79.9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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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연료봉 제조

조사시험용 분산핵연료 심재 제조

실크기 분산핵연료 종류를 제조하기 위해서 원심분무법으로 용 

의 의 입도 크기를 가지는 핵연료 분말을 선택하고 에

서 사용한 및 의 의 입도크기를 가지는 

핵연료 분말을 선택하여 의 핵연료 장입량으로 제조하였다 이때 기지물

질은 분말을 사용하였으며 조사시험 연소초기의 선출력 제어를 위하여 독물

질 로 및 가 첨가된 

분산핵연료 분산핵

연료 를 제조하였다 그림 합금분말은 기계연구원에서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의 종류의 

이하 입도크기의 분말을 사용하였다 그림 는 분산 핵연료봉 제조

에 사용된 합금분말의 사진을 나타낸다 이와 함께 표 는 합금

분말의 화학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각각의 분말을 에서 시간동안 혼합

한 다음 에서 성형체를 제조하였다 성형된 분산핵연료 압분체

를 수직압출기에서 직경 의 압출금형을 이용하여 압출하여 심재를 제조하였

다 이때 및 분산핵연료는 핵연료 입자의 적절한 분산도 유지를 

위하여 회 재압출을 하였다 압출온도는 이었으며 이외의 모든 공정조건 및 

작업절차는 하나로 핵연료 제조절차를 따라 수행하였다 독극물을 함유한 실크기 

핵연료 심재 제조후 을 통하여 핵연료 심재내 독극물의 분

산도를 확인해 보았다 그림 를 보면 독극물인 이 심재내에 균일하게 분

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자 표면에 기지와의 반응층 성장 억제를 위한 층을 형성한 

종류의 및   

분산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에서 사용한 

의 및 핵연료 분말을 진공분위기 시간의 조건으

로 열처리 하여 두께 약 의 반응층을 형성시켰다 의 크기로 선택된 

원심분무 및 분말에 를 형성시킨 후 합금

기지 분말을 이용하여 핵연료 장입량의 심재 종류를 제조하였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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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실크기 핵연료봉 미세조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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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분말

분말

그림 합금분말의 전자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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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합금분말의 화학분석 결과

단위

Al-2Si Al-5Si

Al 98.01 94.96

Si 1.91 4.90

Fe 0.0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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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의 원소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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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된 핵연료봉 미세조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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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코팅층 내의 성분변화를 로 분석한 결과이다 원소의 함

유량이 정도로 핵연료 표면에 층이 의 크기로 잘 형성되어 있

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분 조건으로 및 혼합 를 흘

려줌으로써 입자 표면에 크기의 질화물이 코팅된 

분산핵연료 도 제조하였다 그림 분석결과 및 성분분석을 

한 결과 핵연료 분말 표면에 질화물층이 약 로 균일하게 코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마지막으로 입자 표면에 반응층 형성된 종류의 

및 분산핵연료를 제조하기 위

하여 우라늄 밀도로 제작된 및 

심재를 진공분위기에서 시간의 조건으로 열처

리 하였다 핵연료 심재를 진공 열처리한 후에 거의 모든 핵연료 입자에서 약 

두께의 반응층이 균일하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은 반응층 내의 성분

변화를 로 분석한 결과이다 기지로부터 원소가 확산하여 반응중 내에 

최대 까지 관찰되었으며 과 함량은 각각 정도로 관찰되었

다

표 는 조사시험용 핵연료 심재를 제조후의 핵연료별 심재길이 직

경 심재무게 겉보기 밀도 우라늄 무게 측정결과를 나타낸다 코팅층 형성된 

및 분산핵연료를 제외한 모든 조사핵연료 심재는 

이상의 이론밀도를 나타내어 목표로 한 우라늄 밀도를 잘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림 에서와 같이 조사핵연료 심재의 단면에 대한 저배율 

광학현미경 관찰 결과 모든 핵연료 입자가 기지내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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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층이 형성된 및 핵연료 분말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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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질화물층이 코팅된 핵연료분말 의 미세조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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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질화물 코팅층의 및 성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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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반응층 형성 및 분산핵연료에서 

반응층 내 성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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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분산핵연료 제조결과

핵연료 I.D.
핵연료 

조성
기지 조성

U밀도

(gU/cc)

핵연료

입자크기

(um)

심재

길이

(mm)

심재

직경

(mm)

심재

밀도

(%TD)

U무

게

(g)

558IL5S-1

U-7Mo-

1Zr

(Pre-IL)

Al-5Si 5 210~300 200.0 6.35 99.2 31.66

677SI-1

Si coated 

U-7Mo-

1Ti

Al 5 140~210 200.0 6.35 96.4 31.50

677SI-2

Si coated 

U-7Mo-

1Ti

Al-2Si 5 140~210 200.1 6.35 97.3 31.53

557SI-1
Si coated 

U-7Mo
Al 5 140~210 200.0 6.35 97.1 31.61

557SI-2
Si coated 

U-7Mo
Al-2Si 5 140~210 200.1 6.35 93.4 31.63

558-5S3
U-7Mo-

1Zr

Al-5Si

(0.1CdO+0.2B4C)
5 < 210 700.0 5.49 98.1 82.82

S002-5S2 U-7Mo

Al-5Si

(0.1CdO+0.2B4C+

1.0Er2O3)

5 < 150 699.9 5.48 99.5 82.78

676NI-1

Nitride 

Coated 

U-7Mo

Al 5 140~210 200.0 6.35 99.5 31.61

557IL2S-1
U-7Mo

(Pre-IL)
Al-2Si 5 210~300 200.0 6.35 99.6 31.63

677-5S3
U-7Mo-

1Ti

Al-5Si

(0.1CdO+0.2B4C)
5 < 210 700.0 5.49 97.7 82.71

S002-5S1 U-7Mo
Al-5Si

(0.1CdO+0.2B4C)
5 < 150 699.8 5.47 98.1 82.78

676IL5S-1
U-7Mo

(Pre-IL)
Al-5Si 5 210~300 200.0 6.35 98.6 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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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시험 핵연료심재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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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험용 핵연료봉 제조

조사시험 핵연료봉 제조과정은 하나로 구동핵연료의 제조방법 및 검

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인발된 분산 연료봉은 핵연료 심재봉의 길이가 핵

연료 종류에 따라서 가 되도록 양단을 절단하고 나머지는 

봉으로 연결하여 노심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배치하였다 핵연료 양단에 봉

단 을 끼울 구멍을 가공하고 봉단 마개를 삽입한 다음 홈 부위를 방법

으로 눌러 고정한다 봉단 마개가 접합된 핵연료심을 동심압출 방법으로 피복을 하

였다 동심압출시에는 를 로 예열하고 속도를 

로 작동시켜 압출 피복하였다 피복 치수를 맞추기 위하여 모의 핵연료심으로 피복 

압출하여 단면을 측정하여 합격될 경우 실제 핵연료심을 피복 압출 하였다

피복 표면의 결함은 와전류 탐상으로 결함의 크기가 이하이어야 하고 

의 결함은 총 길이가 이하로 적합 판정을 하였다 진직도는 기하학적 허

용오차가 이내로 맞추었고 직경 를 통과로 합부 판정을 하

였다 선반으로 피복된 핵연료 봉의 양끝을 기계 가공하여 봉단 마개와 피복

층을 용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핵연료봉을 초음파를 사용하여 세척하였다 세척된 

핵연료봉을 진공 건조기에서 건조시킨 다음 전자빔 용접기의 에 설치한 다

음 용접기를 가동하여 용접을 하였다 그림 과 같이 

로 용접부의 결함을 검사하였다 결함이 없는 용접부 두께가 

이상인 핵연료봉만 적합 판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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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실크기 핵연료봉 동심압출후의 치수측정결과

번호 기준치수(mm) 측정치(mm) 결과 번호 기준치수(mm) 측정치(mm) 결과

1 9.91±0.13 9.96 합격 10 1.19±0.08 1.23 합격

2 0.76±0.07 0.79 합격 11 9.91±0.13 9.88 합격

3 7.87±0.08 7.90 합격 12 7.87±0.08 7.90 합격

4 1.19±0.08 1.15 합격 13 1.19±0.08 1.24 합격

5 9.91±0.13 9.89 합격 14 0.76±0.07 0.79 합격

6 7.87±0.08 7.91 합격 15 1.19±0.08 1.24 합격

7 1.19±0.08 1.28 합격 16 1.19±0.08 1.23 합격

8 9.91±0.13 9.89 합격 17 1.19±0.08 1.19 합격

9 7.87±0.08 7.91 합격 18 1.19±0.08 1.16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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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조사시험 핵연료봉 봉단마개 용접부 검사결과

핵연료봉

번호

결 함 위 치  및  크 기

개별

판정
Top end Bottom end

결함유무
(개수)

건전부크기
(mm)

결함유무
(개수)

건전부크기
(mm)

S002-5S1 0 1.02 0 0.96 합격

558-5S3 0 1.02 0 1.02 합격

S002-5S2 0 1.09 0 1.02 합격

577SI-1 1 0.58 2 0.38 합격

577SI-2 4 0.54 3 0.34 합격

677SI-1 0 0.75 3 0.51 합격

677SI-2 2 0.65 1 0.59 합격

677NI-1 3 0.35 4 0.38 합격

557-IL2S-1 3 0.52 2 0.65 합격

558-IL5S-1 2 0.65 2 0.34 합격

676IL5S-1 4 0.44 4 0.35 합격

677-5S3 0 1.07 0 1.02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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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의 용접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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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합체 조립

집합체 부품은 표 의 도면에 명시된 규격에 따라 전문 가공업체 주 에서 

제작되었고 특히 와 는 모두 기계가공으로 제작하였다 원자재 

검사를 비롯하여 모든 부품 제작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였다 조사공에

서 조사시험 기간동안 핵연료 집합체의 방향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조사공에서 노심 방향으로 가장 가깝게 향하도록 배치될 

및 핵연료봉에 대해서는 

의 길이를 표준 핵연료봉보다 더 크게 제작하였다 이와함께 

과 핵연료봉이 조립되는 의 한 면에는 처

리를 하지 않음으로서 집합체의 방향성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핵연료봉 상

하부 및 를 차 조립하였고 

핵연료봉과 하부 는 기계적으로 결합시켰다 이 때 연료봉 하단부에 

가 있는지 육안 검사하고 필요하면 샌드페이퍼로 제거하였고 모든 작업은 깨끗한 

면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하였다

의 나사부가 와 체결 가능 여부를 조립 전에 사전 

점검하였다 사전에 조립된 에 과 차 조립된 핵연료봉을 

끼운 후 상부에 과 를 

차례로 조립하였다 이 에 부드럽게 회전할 여유를 주

기 위하여 를 최대로 체결한 후 반바퀴 역으로 회전시킨다 조립을 완

료한 후 와 의 용접을 실시하고 용접부위에 대

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육안검사 전체길이 측정 및 기능검사를 수행하였

다 표 은 조사시험 집합체의 최종조립후의 입력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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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집합체 부품제작에 사용한 도면

도 면 명 도 면 번 호

 General assembly  AECL 37-37000-102-01-GA-A0  Rev. 15

 Fuel element(Dummy)  하나로-DUMMY-001  Rev. 0

 Fuel element(Rod)  INFDD-KOMO4-01~12, Rev. 0

 Top End plate  AECL 37-37000-142-01-DD-A1  Rev. 1

 Bottom End plate  AECL 37-37000-105-01-DD-A1  Rev. 1

 Top guide  AECL 37-37000-117-01-DD-A2  Rev. 11

 Bottom guide  AECL 37-37000-109-01-DD-A2  Rev. 10

 Space plate  AECL 37-37000-119-01-DD-A1  Rev. 4

 Hard ware details  AECL 37-37000-122-01-DD-A0  Rev.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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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시험 집합체 조립후 사진



- 136 -

그림 조사시험 집합체의 상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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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조사시험 핵연료봉 조립표

집합체  번호 KH09C-001

집합체 무게 3289.8 (g) 전체 심재 무게 805.49 (g)
전체 U 무게 583.9 (g) 전체 U-235 무게 115.32 (g)

번호 핵연료봉 번호 밀도
핵연료 봉 

무게 (g)

심재 

무게(g)
U 무게 (g)

U 235 

무게 (g)

1 DUMMY 111.34

2 DUMMY 111.18

3 DUMMY 111.20

4 DUMMY 111.18

5 DUMMY 111.29

6 DUMMY 111.23

7 558IL5S-1 7.21 138.29 43.88 31.66 6.25

8 677SI-1 6.98 135.85 41.44 31.50 6.22

9 677SI-2 7.04 137.81 43.48 31.53 6.23

10 557-SI1 7.03 137.04 42.71 31.61 6.24

11 557-SI2 6.76 136.65 42.32 31.63 6.25

12 558-5S3 7.13 181.70 115.55 82.82 16.36

13 S002-5S2 7.20 182.46 116.26 82.78 16.35

14 676-NI1 7.20 138.99 44.11 31.61 6.24

15 557IL2S-1 7.21 138.34 43.37 31.63 6.25

16 677-5S3 7.10 180.73 114.54 82.71 16.34

17 S002-5S1 7.09 181.00 114.77 82.78 16.35

18 676IL5S-1 7.13 137.30 43.06 31.64 6.25

 핵연료봉 배열도 (18봉)    top end view of bottom end plate

                 ※  #14, #15 연료봉이 노심중앙 방향으로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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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사시험 집합체 제원

조사시험봉은 그림 에서와 같이 핵연료심재 길이가 인 실

크기 핵연료봉 개 및 인 축소 핵연료봉 개로 제작되었으며 각 조사시험

봉의 목표 선출력을 맞추기 위하여 축소 핵연료봉의 심재는 노심 상부에 위치하도

록 나머지 부분은 로 연결되었다 실크기 핵연료심은 직경 

의 와 동일하게 제작되었으며 핵연료심은 의 

와 동일하게 제작되었다 원심분무 

를 이용하여 실용화를 위한 실크기의 조사시험봉으로부터 짧은 

조사시험봉까지 최대의 조사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의 조사시험용 핵연료

봉을 설계하였다 개의 조사시험봉을 봉형 핵연료 집합체의 최외각에 배치하고 

내각 개에는 모의 핵연료봉을 추가하여 핵연료 집합체를 구성하였다 각 조사시험

봉 및 집합체의 설계 제원은 표 및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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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시험용 분산핵연료봉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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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심

봉 

번호

U 밀도

(gU/cc)
핵연료 기지 물질 길이 (위치)

핵연료입자 

크기(μm)
기타

1 5.0 U-7Mo-1Zr Al-5Si
200 

(150~350)
210~300 pre-interaction layer

at particle surface

2 5.0 U-7Mo-1Ti Al1050
200 

(150~350)
140~210 Si coating effect

3 5.0 U-7Mo-1Ti Al-2Si
200 

(150~350)
140~210 Si coating effect

4 5.0 U-7Mo Al1050
200 

(150~350)
140~210 Si coating effect

5 5.0 U-7Mo Al-2Si
200 

(150~350)
140~210 Si coating effect

6 5.0 U-7Mo-1Zr

Al-5Si

Burnable 

Poison

700

(-350~350)
<210

burnable poison

(Cd 0.1wt%, B 

0.2wt%)

7 5.0 U-7Mo

Al-5Si

Burnable 

Poison

700

(-350~350)
<150

burnable poison

(Cd 0.1wt%, B 0.2wt%, 

Er 1.0wt%)

8 5.0 U-7Mo Al1050
200 

(150~350)
140~210 Nitride coating effect

9 5.0 U-7Mo Al-2Si
200 

(150~350)
210~300 pre-interaction layer

at particle surface

10 5.0 U-7Mo-1Ti

Al-5Si

Burnable 

Poison

700

(-350~350)
<210

burnable poison

(Cd 0.1wt%, B 

0.2wt%)

11 5.0 U-7Mo

Al-5Si

Burnable 

Poison

700

(-350~350)
<150

burnable poison

(Cd 0.1wt%, B 

0.2wt%)

12 5.0 U-7Mo Al-5Si
200 

(150~350)
210~300 pre-interaction layer

at particle surface

표 3-10.  U-Mo 5차 조사시험 핵연료 (위치: 노심 중심에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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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피복관 및 봉

표 조사시험 핵연료집합체 공칭 설계 제원

구   분 Standard Reduce 비고

연료심 직경(mm) 6.35 5.49

피복재 재료 Al-1060 Al-1060

두께 0.76±0.08 1.19±0.08

핀높이 (mm) 1.02 REF 1.02 REF

핀두께 (mm) 0.76±0.07 0.76±0.07

핀수 (No. of fins/element) 8 8

피복관 직경 (핀제외, mm) 7.87±0.08 7.87±0.08

봉 직경 (핀포함, mm)
+0.13 +0.13

-0.1 -0.1

봉 전체 길이(mm) 760 760

모의봉

모의 핵연료심 

피복재 재료

핀 높이 

핀 두께 

핀 수 

기타  모의봉 외부 설계 제원은 

상기 조사 시험봉과 동일   

핵연료봉 삼각형 간격  

핵연료봉 간격              핀끝단과 핀끝단 최소 간격

원 직경       

내환  

외환 

다발 전체길이              



- 142 -

안전성 분석 평가

가 최대선출력 평가

적절한 조사시험을 위하여 시험 핵연료의 배치 및 가연성 독물질의 성분을 선택하였

으며 표 에 나타내었다 모든 시험 핵연료의 우라늄 밀도는 이며 핵연료

심의 직경이 실크기 핵연료봉은 축소 핵연료봉이며 그 외 봉은 표준 핵연료봉이다 개

의 시험 핵연료가 노심의 에 장전될 때의 배치도는 그림 과 같다 핵연료 물질

의 위치는 핵연료가 노심에 장전될 때 노심의 축방향 중심을 으로 설정하고 위

쪽을 방향으로 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선출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끝부

분의 봉단 마개를 실제대로 모델하였다

시험 핵연료의 선출력 분석을 위한 가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자로 출력

노심 모형 표준 평형 노심 평균 연소도

에 설치

평형 상태

조사공

제어봉 위치

선출력 계산 단위

가연성 독물질이 첨가된 핵연료봉 에 대한 선출력은 제어봉 에

서 최대 선출력이 발생한다 로 계산한 선출력 분포는 그림 에 나타내었

으며 최대값은 표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다 짧은 시험 핵연료봉은 

상단에 배치되어 제어봉 에서 최대 선출력이 발생한다 그림 에는 최대 

선출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표 에 평균 및 최대 선출력을 나타내었다

로 계산된 최대 선출력은 이며 계산 오차

은 이었다

가연성 독물질이 포함된 시험 핵연료에 대한 연소에 따른 선출력 변화는 

로 계산하였으며 그림 및 표 에 나타내었다 최대 선출력은 시험 

핵연료봉 에서 이다 전체 시험 핵연료봉의 선출력 변화는 축방향 

영역에 대하여 평균값으로 추적하였으며 그림 및 표 에 나타내

었다 가연성 독물질이 없는 시험 핵연료봉은 선출력이 증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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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 시험핵연료봉의 배치 

       (MCNP 모델, XY-평면)



봉 

번호
핵연료 기지 물질 길이(위치)

입자 

크기(μm)
기타

1
U-7Mo-1Z

r
Al-5Si 50(150~200) 210~300

pre IL,

최대온도 190℃

2

Si coated  

U-7Mo-1T

i

Al 200(150~350) 140~210 최대온도 190℃

3

Si coated  

U-7Mo-1T

i

Al-2Si 200(150~350) 140~210 최대온도 190℃

4
Si coated  

U-7Mo
Al 200(150~350) 140~210 최대온도 190℃

5
Si coated  

U-7Mo
Al-2Si 200(150~350) 140~210 최대온도 190℃

6
U-7Mo-1Z

r

Al-5Si+poison 

(0.1Cd+0.2B)

700(-350~35

0)
<210 축소 핵연료

7 U-7Mo

Al-5Si+poison 

(0.1Cd+0.2B+1.0E

r)

700(-350~35

0)
<150 축소 핵연료 

8

Nitride

coated 

U-7Mo

Al 200(150~350) 140~210 최대온도 190℃

9 U-7Mo Al-2Si 50(150~200) 210~300
pre IL,

최대온도 190℃

10
U-7Mo-1T

i

Al-5Si+poison 

(0.1Cd+0.2B)

700(-350~35

0)
<210 축소 핵연료

11 U-7Mo
Al-5Si+poison 

(0.1d+0.2B)

700(-350~35

0)
<150 축소 핵연료

12 U-7Mo Al-5Si 50(150~200) 210~300
pre IL,

최대온도 190℃

표 3-12.  U-Mo 5차 조사시험 핵연료 (위치: 노심 중심에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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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  긴 시험 핵연료봉의 최대 선출력 분포 (제어봉: 4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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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 짧은 시험 핵연료봉의 최대 선출력 분포 (제어봉: 6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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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  가연성 독물질이 첨가된 시험 핵연료봉의 연소에 따른 최대 선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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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5. 시험 핵연료봉의 연소에 따른 선출력 변화 [축방향 위치: +15~20 cm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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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cm)

최대 선출력, 제어봉 위치: 450 mm 평균 선출력, 제어봉 위치: 550 mm

봉-6 봉-7 봉-10 봉-11 봉-6 봉-7 봉-10 봉-11

-34.5 37.4 36.0 36.1 37.2 33.8 33.3 33.3 32.9 

-33.5 54.1 50.1 52.2 52.4 49.7 47.1 46.9 48.2 

-32.5 53.8 50.3 50.3 51.1 48.1 44.0 47.1 45.6 

-31.5 56.3 53.0 52.6 51.9 51.2 48.6 46.6 47.6 

-30.5 56.6 54.6 51.4 53.6 51.7 49.6 48.6 48.8 

-29.5 57.1 56.0 55.7 56.9 53.1 47.9 49.8 49.8 

-28.5 61.3 57.1 58.1 57.5 54.2 52.8 52.7 52.7 

-27.5 62.2 61.4 59.7 61.7 57.2 55.0 54.6 53.8 

-26.5 64.8 63.9 59.4 62.1 59.9 56.6 55.3 55.3 

-25.5 67.4 63.7 63.4 63.5 61.1 59.5 57.7 57.5 

-24.5 69.2 65.4 66.6 65.1 61.6 61.3 60.6 60.2 

-23.5 70.7 70.2 66.5 66.3 63.2 62.6 61.6 61.6 

-22.5 70.2 69.4 68.8 67.8 66.1 63.6 62.9 62.9 

-21.5 73.3 73.4 70.8 71.0 69.8 65.8 66.3 67.0 

-20.5 72.2 72.6 71.7 72.3 67.2 68.1 66.4 65.6 

-19.5 74.1 74.7 74.3 74.4 70.4 68.2 67.3 69.8 

-18.5 78.8 76.1 74.4 72.0 70.9 68.9 70.4 66.1 

-17.5 77.7 77.6 77.6 75.8 72.9 71.1 70.7 71.0 

-16.5 77.4 77.7 78.3 77.5 74.0 72.1 71.4 72.8 

-15.5 78.7 80.1 80.3 77.1 73.8 73.0 71.8 71.5 

-14.5 83.2 79.7 80.3 78.8 73.8 75.1 72.1 73.8 

-13.5 83.5 80.5 80.6 80.9 75.0 75.0 75.3 76.3 

-12.5 83.6 83.5 83.0 82.0 77.8 76.6 76.3 76.7 

-11.5 85.4 80.1 81.5 84.3 79.6 78.8 77.2 75.6 

-10.5 83.2 83.2 81.2 83.7 79.4 76.9 79.9 76.7 

-9.5 82.9 85.5 84.6 82.1 81.7 78.2 79.0 76.1 

-8.5 84.5 87.0 82.2 84.7 81.1 81.4 80.5 78.7 

-7.5 86.0 86.0 83.4 85.1 82.0 81.0 82.8 80.2 

-6.5 87.0 85.4 84.3 84.2 84.9 81.8 84.0 83.1 

-5.5 86.8 85.1 84.7 84.4 83.3 84.3 85.1 84.8 

-4.5 86.5 85.3 85.2 85.2 84.3 84.7 83.1 83.0 

-3.5 90.0 85.4 84.7 87.6 84.6 85.1 85.1 82.7 

-2.5 88.3 86.0 85.9 85.1 82.4 86.3 86.2 83.8 

-1.5 87.6 85.6 84.0 84.1 85.6 82.9 86.5 83.8 

-0.5 83.6 87.1 86.9 82.4 86.9 85.7 83.1 85.0 

0.5 87.9 85.9 85.2 82.3 87.7 84.9 81.6 86.8 

1.5 86.0 85.6 83.5 83.7 88.4 85.5 82.2 87.4 

2.5 86.3 84.3 82.2 83.4 88.7 84.4 85.6 87.4 

3.5 84.5 84.0 83.9 84.4 88.3 85.8 83.8 83.5 

4.5 83.1 83.0 83.7 82.8 88.5 83.8 84.8 84.3 

5.5 83.0 84.8 81.9 81.7 87.5 84.4 84.5 83.2 

6.5 84.4 80.8 80.9 78.8 85.5 84.6 83.1 83.3 

표 3-13. 긴 시험 핵연료봉(700 mm)에 대한 평균 및 최대 선출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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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3.0 80.1 80.4 81.5 83.8 83.6 81.2 82.4 

8.5 79.6 79.7 78.5 79.1 83.1 83.8 80.7 82.3 

9.5 78.1 76.1 79.1 76.8 85.1 84.1 80.8 77.5 

10.5 80.1 74.7 75.8 77.1 83.3 82.7 78.9 77.8 

11.5 73.8 73.4 74.5 74.7 78.9 79.2 76.9 80.1 

12.5 74.7 72.6 70.7 72.0 76.5 76.5 76.2 77.4 

13.5 71.2 70.6 68.2 69.8 74.5 74.4 74.2 76.0 

14.5 67.2 63.1 65.7 65.8 72.0 72.3 70.4 68.0 

15.5 63.8 61.0 61.4 61.5 68.3 66.3 63.2 65.4 

16.5 57.6 55.4 58.4 56.3 59.6 62.5 60.2 58.6 

17.5 56.2 54.2 55.5 53.2 60.6 58.2 57.7 57.3 

18.5 53.1 51.5 51.5 51.9 56.2 56.9 55.9 57.1 

19.5 51.0 51.3 51.1 53.6 56.1 55.3 57.7 56.3 

20.5 50.1 48.7 51.5 53.3 55.8 54.2 58.1 57.0 

21.5 47.5 47.5 52.3 53.5 53.7 54.1 56.5 56.5 

22.5 47.4 48.0 51.9 52.3 51.8 52.1 56.9 57.0 

23.5 45.9 45.4 50.5 51.4 49.8 50.5 54.7 56.8 

24.5 45.0 44.8 49.0 50.0 48.8 48.5 52.1 53.3 

25.5 43.7 42.0 48.5 50.7 46.5 45.6 50.7 51.6 

26.5 41.4 40.9 44.5 46.0 42.8 45.5 48.2 49.4 

27.5 39.1 38.3 43.3 43.8 42.8 43.0 49.5 49.5 

28.5 39.5 38.1 42.3 43.1 43.7 41.3 44.8 47.7 

29.5 35.6 34.6 40.3 41.0 39.3 39.5 44.0 45.3 

30.5 33.2 32.0 37.6 39.8 37.7 36.3 39.7 43.4 

31.5 33.3 32.6 36.2 38.2 36.9 35.9 39.8 41.2 

32.5 33.2 33.0 34.7 36.6 36.1 35.7 38.1 39.6 

33.5 33.2 32.5 34.3 36.6 35.9 37.2 40.0 41.6 

34.5 24.2 23.8 24.8 25.8 27.8 27.5 28.1 28.5 

최대 90.0 87.1 86.9 87.6 88.7 86.3 86.5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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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선출력, 제어봉 위치 450 mm

위치 시험 핵연료봉 번호

(c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5 75.6 74.6 77.5 76.8 76.3 75.9 73.9 75.3 

16.5 84.4 88.3 88.3 87.9 89.5 87.3 88.4 88.5 

17.5 78.6 77.6 79.3 80.7 81.1 79.7 83.9 80.1 

18.5 79.6 74.8 74.8 79.7 78.2 77.7 81.1 81.8 

19.5 63.7 77.4 72.0 75.4 74.8 81.2 63.8 63.2 

20.5 76.1 73.6 71.3 73.0 77.3 

21.5 76.9 71.2 69.8 69.9 75.6 

22.5 75.5 69.1 67.9 68.5 74.5 

23.5 74.0 68.5 66.1 66.6 72.8 

24.5 70.7 66.7 64.0 65.7 70.4 

25.5 68.4 62.1 62.5 60.8 67.6 

26.5 69.4 60.9 59.9 62.5 65.0 

27.5 65.0 59.4 58.5 59.6 59.1 

28.5 63.4 55.5 57.3 54.5 59.6 

29.5 60.7 54.4 54.7 54.0 57.0 

30.5 57.5 52.6 51.4 52.9 53.6 

31.5 54.5 52.3 51.7 51.9 51.6 

32.5 55.2 49.9 48.7 49.5 50.8 

33.5 54.7 53.2 49.1 49.5 47.6 

34.5 44.2 44.3 43.0 43.4 38.4 

최대 84.4 88.3 88.3 87.9 89.5 87.3 88.4 88.5 

 - 최대 선출력, 제어봉 위치 650 mm

위치 시험 핵연료봉 번호

(c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5 81.7 82.4 85.8 85.9 86.4 85.1 85.6 81.2 

16.5 92.8 99.2 99.2 93.4 98.7 102.6 97.9 97.2 

17.5 85.4 89.3 86.2 87.9 89.4 93.2 91.2 91.7 

18.5 85.5 85.0 85.3 88.2 87.9 96.1 94.0 88.1 

19.5 71.4 86.4 79.9 88.9 85.6 92.2 70.0 71.2 

20.5 89.1 81.9 86.8 86.4 93.8 

21.5 85.2 81.5 82.8 84.1 91.6 

22.5 85.0 79.9 81.7 82.1 90.5 

23.5 80.9 76.2 76.7 80.3 84.9 

24.5 83.2 75.4 77.5 77.3 83.1 

25.5 80.8 76.2 73.9 77.1 82.3 

26.5 80.4 72.4 74.5 74.2 78.0 

27.5 72.9 69.4 73.3 70.5 72.9 

28.5 72.9 68.1 65.7 70.6 70.2 

29.5 71.8 61.2 62.0 65.9 69.1 

30.5 69.7 61.3 63.4 63.6 66.6 

31.5 71.2 62.5 59.5 60.1 67.9 

표 짧은 시험 핵연료봉 및 의 평균 및 최대 선출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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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66.3 58.8 59.3 61.3 64.1 

33.5 67.8 60.1 62.3 60.7 64.4 

34.5 54.5 52.7 50.7 51.9 46.6 

최대 92.8 99.2 99.2 93.4 98.7 102.6 97.9 97.2 



연소도 시험 핵연료봉 번호

(%U-235) 6 7 10 11

0.0 89.8 86.2 84.0 83.3 

0.0 88.4 84.8 82.7 82.0 

0.0 88.3 84.8 82.7 81.9 

0.1 88.3 84.8 82.6 81.9 

0.1 88.4 84.9 82.7 82.0 

0.2 88.5 84.9 82.8 82.0 

0.3 88.6 85.0 82.9 82.1 

0.3 88.7 85.2 83.0 82.2 

0.6 89.2 85.7 83.4 82.7 

0.9 89.7 86.1 83.9 83.2 

1.2 90.2 86.6 84.3 83.6 

1.6 90.6 87.0 84.7 84.0 

1.9 91.0 87.4 85.1 84.4 

2.2 91.4 87.8 85.4 84.7 

2.5 91.7 88.1 85.8 85.0 

2.8 92.0 88.4 86.0 85.3 

3.1 92.3 88.7 86.3 85.6 

4.7 93.2 89.7 87.3 86.6 

6.2 93.9 90.3 87.9 87.2 

9.3 94.6 91.2 88.7 88.1 

12.4 94.8 91.6 89.1 88.5 

15.4 94.7 91.6 89.1 88.6 

18.5 94.3 91.3 88.8 88.4 

21.6 93.5 90.8 88.3 87.9 

24.6 92.4 89.9 87.4 87.1 

27.6 91.0 88.8 86.4 86.1 

30.7 89.4 87.4 85.0 84.8 

33.7 87.6 85.8 83.5 83.3 

36.7 85.5 83.9 81.8 81.7 

39.7 83.2 81.9 79.8 79.8 

42.7 80.8 79.7 77.7 77.7 

45.6 78.2 77.3 75.5 75.5 

48.6 75.4 74.8 73.1 73.2 

51.5 72.5 72.1 70.6 70.7 

54.5 69.5 69.3 67.9 68.1 

57.4 66.4 66.3 65.1 65.3 

60.3 63.1 63.3 62.2 62.4 

63.2 59.7 60.1 59.2 59.5 

66.0 56.3 56.8 56.0 56.3 

68.9 52.7 53.3 52.8 53.1 

71.7 49.0 49.8 49.4 49.8 

74.5 45.2 46.1 45.9 46.3 

- 153 -

표 긴 시험 핵연료봉 의 연소도에 따른 최대 선출력 분포



77.2 41.4 42.3 42.3 42.7 

80.0 37.4 38.4 38.6 39.0 

82.6 33.4 34.5 34.8 35.1 

85.2 29.4 30.4 30.8 31.2 

87.8 25.3 26.3 26.8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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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도 시험 핵연료봉 번호
(%U-235) 1 2 3 4 5 6 7 8 9 10 11 12

0.0 77.2 77.9 79.3 81.5 83.2 56.3 54.9 79.9 78.7 53.0 52.5 77.2 

0.0 75.4 76.0 77.4 79.6 81.3 55.2 53.9 78.2 77.0 52.0 51.5 75.4 

0.0 75.3 75.9 77.3 79.5 81.2 55.1 53.8 78.1 76.9 51.9 51.5 75.3 

0.1 75.2 75.8 77.2 79.4 81.1 55.1 53.8 78.0 76.8 51.9 51.5 75.2 

0.1 75.1 75.7 77.1 79.3 81.0 55.2 53.9 77.9 76.8 51.9 51.5 75.2 

0.2 75.1 75.7 77.1 79.3 81.0 55.2 53.9 77.9 76.7 52.0 51.5 75.1 

0.3 75.0 75.6 77.0 79.2 80.9 55.2 53.9 77.9 76.7 52.0 51.5 75.1 

0.3 75.0 75.6 77.0 79.2 80.9 55.3 54.0 77.9 76.7 52.1 51.6 75.1 

0.6 74.8 75.4 76.8 79.0 80.8 55.5 54.2 77.7 76.6 52.3 51.8 74.9 

0.9 74.7 75.3 76.7 78.8 80.7 55.8 54.5 77.7 76.5 52.5 52.0 74.8 

1.2 74.6 75.2 76.6 78.7 80.6 56.0 54.7 77.6 76.5 52.7 52.2 74.8 

1.6 74.5 75.1 76.5 78.7 80.5 56.3 54.9 77.6 76.4 52.9 52.5 74.7 

1.9 74.5 75.0 76.4 78.6 80.5 56.5 55.2 77.6 76.4 53.1 52.6 74.7 

2.2 74.5 75.0 76.4 78.5 80.5 56.7 55.4 77.6 76.4 53.3 52.8 74.7 

2.5 74.4 74.9 76.3 78.5 80.4 56.8 55.5 77.5 76.4 53.5 53.0 74.7 

2.8 74.4 74.9 76.2 78.4 80.4 57.0 55.7 77.5 76.4 53.7 53.2 74.6 

3.1 74.3 74.8 76.2 78.4 80.3 57.2 55.9 77.5 76.3 53.8 53.3 74.6 

4.7 74.0 74.5 75.9 78.0 80.0 57.7 56.4 77.3 76.1 54.4 53.9 74.4 

6.2 73.7 74.1 75.5 77.6 79.7 58.1 56.8 77.0 75.9 54.7 54.2 74.1 

9.3 73.0 73.4 74.7 76.8 78.8 58.5 57.3 76.3 75.2 55.2 54.7 73.5 

12.4 72.2 72.6 73.8 75.9 77.9 58.7 57.5 75.6 74.5 55.4 54.9 72.7 

15.4 71.3 71.7 72.9 74.9 77.0 58.6 57.5 74.7 73.7 55.4 54.9 71.9 

18.5 70.4 70.7 71.9 73.8 75.9 58.3 57.3 73.8 72.8 55.2 54.7 71.0 

21.6 69.4 69.7 70.8 72.7 74.7 57.9 56.9 72.7 71.8 54.9 54.4 70.1 

24.6 68.3 68.6 69.7 71.4 73.4 57.2 56.3 71.6 70.7 54.4 53.9 69.0 

27.6 67.1 67.4 68.4 70.1 72.0 56.4 55.6 70.4 69.5 53.7 53.2 67.9 

30.7 65.9 66.1 67.1 68.8 70.6 55.4 54.7 69.1 68.2 52.9 52.4 66.6 

33.7 64.6 64.8 65.8 67.3 69.0 54.3 53.6 67.6 66.8 51.9 51.5 65.3 

36.7 63.2 63.4 64.3 65.7 67.4 53.0 52.5 66.1 65.4 50.9 50.5 63.9 

39.7 61.8 62.0 62.8 64.1 65.7 51.6 51.2 64.6 63.8 49.7 49.3 62.4 

42.7 60.3 60.4 61.2 62.4 63.9 50.1 49.7 62.9 62.2 48.4 48.0 60.9 

45.6 58.7 58.8 59.5 60.7 62.0 48.5 48.2 61.1 60.5 47.0 46.6 59.3 

48.6 57.0 57.1 57.8 58.8 60.0 46.8 46.6 59.3 58.7 45.5 45.2 57.6 

51.5 55.3 55.4 56.0 56.9 57.9 45.1 44.9 57.3 56.9 43.9 43.6 55.8 

54.5 53.5 53.6 54.1 54.9 55.8 43.2 43.2 55.3 54.9 42.3 42.0 53.9 

57.4 51.6 51.7 52.1 52.8 53.5 41.3 41.3 53.3 52.9 40.6 40.4 52.0 

60.3 49.6 49.7 50.0 50.6 51.2 39.3 39.4 51.1 50.8 38.8 38.6 50.0 

63.2 47.6 47.6 47.9 48.3 48.8 37.2 37.4 48.8 48.5 37.0 36.8 47.8 

66.0 45.4 45.4 45.7 45.9 46.3 35.1 35.3 46.4 46.2 35.0 34.9 45.6 

68.9 43.1 43.1 43.3 43.5 43.6 32.9 33.2 43.9 43.8 33.0 32.9 43.3 

71.7 40.8 40.8 40.8 40.9 40.9 30.7 31.0 41.3 41.3 31.0 30.9 40.9 

74.5 38.3 38.3 38.3 38.2 38.1 28.4 28.7 38.6 38.7 28.9 28.8 38.4 

77.2 35.7 35.7 35.6 35.4 35.1 26.0 26.4 35.8 35.9 26.7 26.6 35.8 

80.0 33.0 32.9 32.8 32.5 32.1 23.6 24.0 32.9 33.1 24.4 24.4 33.0 

82.6 30.2 30.1 29.8 29.4 29.0 21.2 21.6 29.9 30.1 22.1 22.1 30.1 

85.2 27.2 27.1 26.8 26.3 25.8 18.7 19.2 26.7 27.0 19.7 19.8 27.1 

87.8 24.1 23.9 23.6 23.1 22.5 16.3 16.7 23.5 23.8 17.3 17.4 24.0 

표 3-16. 시험 핵연료봉의 연소에 따른 선출력 변화 [축방향 위치: +15~20 cm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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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응도 효과

하나로 운영기술 지침서에 의하면 노심에 장전하는 한 개의 실험물이 인출 삽입 

및 파손 등으로 인하여 노심에 삽입되는 정반응도는 를 초과할 수 없다 새 

핵연료에 의한 완전 장전 노심에 대해 에 조사시험 다발이 장전된 경

우와 모의 다발이 장전된 경우의 유효 증배계수를 로 계산하여 시험 다발 장

전에 의한 정반응도 삽입량을 구한 결과 로서 실험물의 반응도 제한 값인 

보다 훨씬 적은 값이다 시험 다발 파손에 의한 반응도나 시험 다발이 경수

로 대체된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값을 가질 것이므로 반응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사시험 핵연료 온도해석

최대 선출력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주기초 중심온도를 계산한 결과를 표

에 나타내었다 최대 온도는 로 최대 선출력을 나타내는 번 봉에서 일치

하게 나타난다 계산결과 목표로 한 핵연료 중심온도 도 이하 조건을 만족한다

라 시험다발 장전 시 열적 여유도 평가

로 계산한 최대 선출력은 전길이의 경우 핵연료봉 번에서 이

었으며 축소봉의 경우 핵연료봉 번에서 이었다 현재 같은 모델에 대

하여 로 계산한 선출력이 없으므로 의 불확실도 를 추

가로 고려한 와 를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열적 여

유도 평가 대상 변수로는 여유도

와 핵연료 중심온도가 있다 은 과도상태에 대하여 적용하고 여

유도는 정상상태에 대해서 핵연료 중심온도는 정상상태와 과도상태에 모두 적용한

다 평가 기준으로 핵연료봉의 표면 열속과 관련이 있는 과 는 하나

로 핵연료와 동일한 값을 적용한다 핵연료 중심온도의 경우 심재의 물성

치에 대한 시험 자료가 부족하므로 의 조사시험 시 최대 온도인 

를 정상상태 주기초 중심온도 제한치로 과도상태에서는 하나로와 같이 

로 설정하였다 표 에서는 시험 핵연료에 적용하는 열수력 제한

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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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핵연료봉 별 주기초 중심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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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로 계산은 현재 하나로 노심의 열수력 해석에 사용하고 있는 

를 사용하였다 부수로 계산 모델은 봉 집합체의 모델을 취하였으며 노

물리 계산 결과 출력이 가장 높은 봉을 외곽에 위치시키고 내부에는 알루미늄 모

의봉을 두었다 부수로 해석에서는 표면열속과 냉각 조건에 좌우되는 및 

와 핵연료 중심온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열여유도 평가 결과는 표 과 

같으며 정상상태와 과도상태에서 대한 제한 사고인 와 펌프축 고착사고에서 각

각 제한치를 모두 만족하였다

결론적으로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위하여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최대 선출력은 계산값에 의 불확실도 를 고려하여 적용하

였고 열적 여유도 평가 결과 제한치를 모두 만족하였으며 조사시험 과정에서 노심

의 안전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조사시험에 대하여 수행

된 안전성평가 결과는 의 불확실도를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높은 선출력 

조건에서 연소되므로 조사시험시에 수행된 바와 같이 매 주기마다 시험핵

연료 집합체에 대한 표면관찰을 수행함으로서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할 것

이다

마 환경 영향 평가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재 직경 실크기 계 분

산핵연료 및 심재 직경 계 분산핵연료의 선형 우라늄 장

전량은 각각 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각 시험 핵연료의 길이를 

곱하면 시험 다발에 장전된 우라늄 총량은 이며 이는 하나로 채널 유동 차

단 사고시 가정한 봉 다발의 우라늄 총량인 의 에 불과하여 하나로의 

환경 영향 평가 기준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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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열적 여유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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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하나로에서 우라늄 고밀도의 핵연료를 사용할 경우 사용후 핵연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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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 추가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봉상 핵연료

를 하나로에서 조사 시험하여 실용화하는 연구사업을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

과제로 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년 월에는 고밀도 핵연료를 

포함한 분산핵연료를 이용하여 제 차 노내조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년 

월 일에 중밀도 또는 핵연료를 포함한 제 차 노내조

사시험을 평균연소도 까지 수행하였다 제 차 노내조사시험은 제 차 

및 제 차 시험결과에 나타난 반응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대립 분말을 

사용한 의 분산핵연료를 기본으로 선정하여 년 월 일

에 시작하여 년 월 일 까지 일간 조사하여 약 의 연소도까지 수행

하였다 제 차 노내조사시험에서는 제 차 조사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하나로 노심

에 우라늄 장입밀도 한계를 최대 로 설정한 봉상 또는 

분산핵연료를 대부분 의 조대 핵

연료 분말로 만들어 년 월 일 주기 운전부터 조사시험을 시작하여 

동안 하나로에서 조사된 후 방출연소도 로 인

출되었다 이번 제 차 핵연료 조사시험에서는 지난 번에 걸친 조사시험 

결과를 참고로 하여 분산핵연료 외부의 및 질화물 코팅 합금기지의 

사용 이외에 반응층 형성 분산핵연료 등의 조사시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

한 핵연료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지난 노내조사시험 수행결과에 근거하여 모든 핵연료봉에 대하여 한계 선출력이 

최대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의 정상상태 최대온도 제한값을 

로 하였으며 과도상태에서는 하나로와 같이 로 설정하였다

핵연료 장전에 따른 반응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새 핵연료에 의한 

완전 장전 노심에 대해 에 조사시험 다발이 장전된 경우와 모의 다발이 

장전된 경우의 유효증배계수를 로 계산하였다 새 핵연료에 의한 완전 장전 

노심에 대해 에 조사시험 다발이 장전된 경우와 모의 다발이 장전된 

경우의 유효 증배계수를 로 계산하여 시험 다발 장전에 의한 정반응도 삽입

량을 구한 결과 로서 실험물의 반응도 제한 값인 보다 훨씬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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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의 조사시험을 위하여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최대 선출력

은 계산값에 의 불확실도 를 고려하여 적용하였고 열적 여

유도 평가 결과 제한치를 모두 만족하였으며 조사시험 과정에서 노심의 안전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조사시험에 대하여 수행된 안전성평가 

결과는 의 불확실도를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높은 선출력 조건에서 연소되

므로 조사시험시에 수행된 바와 같이 매 주기마다 시험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표면관찰을 수행함으로서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제 절  실크기 실용화 조사시험 및 연

소성능 평가

서론

실용화를 위한 최종 단계인 실크기 핵연료 봉 및 집합체를 제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 시험 및 조사 후 시험을 완료하였다 조사 후 시험 결과

를 바탕으로 고온 고출력 조건에 적합한 적절한 핵연료 입자 크기 기지 내 함량 

등을 결정하여 실크기 핵연료 조사용 핵연료를 제조 하고 조사 시험 및 조사 후 시

험을 수행하였다

제 차 조사시험용 봉상 분산핵연료에 대해서는 봉 집합체의 최외각에 

개의 시험봉과 내부에는 개의 핵연료봉을 배치하고 조사공에서 

장전후 조사시험 기간 동안 시험 핵연료봉의 위치를 고정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연

소이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첫째 실용화를 위한 실크기 

핵연료로서 고온 고출력 조건에 적합한 기지에 이하 크기의 

분말 및 이하 크기의 합금원소가 첨가된 분산핵연료를 

노내 조사시험하여 연소성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실크기 핵연료 봉 중심 온도의 

제한치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로 구성된 독물질을 첨가하였다 두 

번째로 핵연료 입자 표면에 약 두께의 반응층을 미리 형성시킨 

또는 분산핵연료를 조사시험하여 고온 조사조

건에서 기지의 확산거동 변화에 미치는 반응층 안정화 원소인 의 역할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대부분 분말크기를 갖는 분산핵연료

와 의 제 합금원소 를 소량 첨가한 원계 분산핵연료에 반응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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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원소인 및 질화물을 약 두께로 코팅한 분산핵연료를 노내 조사시험

하여 코팅층 형성을 통한 핵연료와 기지간의 반응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반응문제가 개선된 고밀도 봉상 핵연료의 실크기 실용화 조

사시험에서 노내 조사된 종류의 또는 

또는 코팅된 또는 그리고 노외 열처리

를 통해 반응층을 미리 형성시킨 또는 봉형 분산

핵연료에 대한 조사 후 시험 및 연소성능 평가를 완료하였다 차 노내 조사시험에

서 입증된 기지내 첨가 효과를 이용하여 실용화 실크기 시험을 진행한 

또는 를 사용한 결과 의 높은 연소

도 에서도 제 의 원소를 핵연료 분말에 첨가하고 분말 크기를 이하로 했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연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도가 높은 중심부에서도 반

응층의 두께는 의 경우 의 경우 

로 균일한 반응층이 형성되었다 제 차 노내조사험에서 사용된 핵연료봉보다 

미세한 분말을 사용하고 더 높은 연소도까지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핵연료 분말 표면에 적용한 또는 의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조사된 핵연료봉 또는 코팅된 또는 

에서는 코팅의 건전성 여부와 기지 내의 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였을 때 가장 좋은 연소거동을 보였다 코팅의 경우 반응층 형성 억제 

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열처리를 통해 반응층을 미리 

형성시킨 또는 핵연료봉에서는 코팅한 핵

연료봉과 유사한 연소거동을 보였으며 반응층 내의 성분 및 원소간의 확산 거동 

또한 유사하였다

결론적으로 실용화 실크기 핵연료봉 조사시험을 통해 

핵연료봉은 하나로 노심에서 안정적인 연소거동을 보여 하나로 노심전

환에 필요한 연소 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코팅과 코

팅의 반응층 형성 억제 기구가 상이한 것을 밝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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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기 실용화 조사시험

가 조시시험 일정

제 차 조시시험 집합체는 실크기 핵연료봉의 평균 연소도 연소를 

목표로 조사공에서 진행되었다 년 월 일 주기 운전부터 조사되어 

년 월 일 주기 운전완료 시까지 총 주기에 걸쳐 조사되었다 과제 계획

상에서 제 차 조사시험을 년 월로 계획하였으나 하나로 연구로의 정비 및 

일정 문제로 인해 이보다 개월가량 늦은 시기에 조사가 시작되어 조사 완료 및 

일정 등이 어쩔 수 없이 연기되었다 조사 전 코드를 이용하여 하나로 

의 출력조건으로 평가했을 때 준 조사일수 약 일 정도일 경우 평

균 연소도 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의 순조

사일수는 이다 주기 조사 완료 후 하나로 에서 약 개월간 냉각

을 시킨 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조사재시험시설 로 이송하여 조사후 시험을 

실시하였다

나 조사시험 조건

본 노내 조사시험은 을 로 하였으며 핵연료 중심온도를 

조사시험 조건과 같이 이하가 되도록 핵연료봉의 최대 선출력을 제

한하였다 가 초과되는 계산된 최대 선출력은 이다 이에 따라 연

소시험 전 기간에 걸쳐 제어봉의 위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제한 선출력을 초과하

지 않는 조건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하였다

운전시의 원자로 입출구 온도 조건은 하나로의 운영기술지침서에 제시된 영역 

내에서 유지 되었으며 본 시험 다발의 장전에 따른 제반 요건도 모두 운영기술지

침을 충족시켰다

다 조사전 검사

봉상 핵연료의 연소성능평가와 관련한 조사 전 시험 핵연료의 검사는 다

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핵연료 분말의 화학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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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미세조직 관찰 조사로 인한 핵연료의 미세구조 변화 및 기지와의 

반응층 등을 조사 후와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파괴시험용 

핵연료를 이용하여 관찰한다

핵연료 심재내 분말 크기 및 분포

핵연료 심재내 분말의 미세 조직 

및 질화물이 코팅된 핵연료의 반응층 두께 및 조성변화

반응층 형성 분산핵연료에서의 반응층 두께 및 조성변화 

시험핵연료 심재의 겉보기 밀도

핵연료 심재의 물질의 균질성을 방법으로 검사

핵연료봉 피복의 결함 유무를 와전류 탐상법으로 검사 

핵연료봉 봉단 마개 전자빔 용접부에 대한 검사 

외관검사 조사 시험 전에 시험핵연료 외관상태와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  

핵연료 집합체 및 핵연료 봉의 길이 및 직경 등 치수 측정

조사시험 집합체의 조립후 예비검사 및 최종검사

라 조사 후 평가 계획

하나로 핵연료의 정기 점검 시 조사시험 집합체 내의 시험 핵연료봉

에 대한 육안검사를 하나로 운영절차서에 따라 수행한다 육안검사를 수행한 후 시

험 봉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시험을 계속 수행

한다 조사재시험시설에서의 봉상 분산핵연료의 조사후 측정 평가항목을 표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행한다 표 에서와 바와 같이 조사 완료한 시험 핵

연료의 변형상태 피복관 부식 및 파손상태 봉단마개 용접부위 건전성 등을 

를 이용하여 촬영한다 외관검사 결과 등의 결함부위가 발생하면 이 

부위에 대한 정밀측정 파괴검사 수행여부 및 방법을 조사재 시험팀과 협의하여 결

정한다 봉상 핵연료봉에 대해 γ 를 사용하여 연료봉 위치에 

따른 정성적인 연소도를 측정하여 해석치와 비교한다 평균연소도 부위와 국부 최

대 연소도 위치에서 핵연료봉을 절단한 다음 조사후 핵연료봉으로부터 치수 및 밀

도 변화를 측정하여 조사전의 측정치와 비교로 부터 팽윤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광

학현미경을 사용하여 거시적 반응층 기포 크기 분포 및 산화층 두께를 분석하고

를 사용하여 기포 형태 및 크기 분포 반응층 및 핵분열 반응생성물의 조성 

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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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험 핵연료 봉 및 집합체에 대한 조사후 측정 평가 항목

집합체 및 시험봉

목표

연소도

(at.%)

예상

조사공
측정/분석 항목 

조사 핵연료 집합체

60 OR-3

-육안검사 (건전성,  

 crud)

-집합체 부품 마모검사

-사진 촬영 등 

조사핵연료 기지 물질
U-Mo

입자크기

-육안 관찰 (피복재 

표면상태)

-Dimension 측정

 (팽윤 계산) 

-광학 현미경 관찰

 (상호반응층, 산화층)

-산화층 두께 측정 

-SEM 관찰

 (핵분열 생성기포의 

크기 및 분포, 

상호반응층) 

-밀도 측정 (팽윤) 

-Gamma scanning

 (연소도 측정)

-EPMA 측정

 (반응층 조성, 핵분열 

반응생성물 변화) 

U-7Mo

(5.0g-U/cc)

Al-5Si

B4C+CdO

<150㎛

U-7Mo-1Zr

(5.0g-U/cc)
<210㎛

U-7Mo-1Ti

(5.0g-U/cc)
<210㎛

U-7Mo

(5.0g-U/cc)

Al-5Si

B4C+CdO+Er

2O3

<150㎛

Si coated U-7Mo

(5.0g-U/cc)

Al 140~210㎛

Al-2Si 140~210㎛

Si coated 

U-7Mo-1Ti

(5.0g-U/cc)

Al 140~210㎛

Al-2Si 140~210㎛

Nitride coated 

U-7Mo

(5.0g-U/cc)

Al 140~210㎛

U-7Mo-1Zr

(5.0g-U/cc)

Al-5Si

반응층 형성
210~300㎛

U-7Mo

(5.0g-U/cc)

Al-2Si

반응층 형성
210~300㎛

Al-5Si

반응층 형성
2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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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시험 결과

가 핵연료의 조사이력

연소시험 핵연료 는 주기 운전노심 에 장전되어 주기 

운전 후 노심에서 인출되었다 실크기 핵연료 평균 방출 연소도는 약 

로 계산되었으며 국부 최대 연소도는 약 이었다 운전일수는 

출력으로 이었다

나 조사연료봉 외관관찰

시험핵연료는 조사 초기에 가장 높은 선출력 변화를 받기 때문에 핵연료의 건전

성 유무를 주기마다 수중 표면 관찰하였다 조사 기간중 핵연료봉 외관은 

별다른 이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성공적으로 조사시험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조사 후 표면관찰 결과에서 핵연료 심재가 있는 부위에서는 알루미늄 

의 표면 변색이 발생하였으나 핵연료 집합체의 성능 및 노심 안정성에 영

향을 미칠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시험연료봉을 관찰한 결과 

조사시험 시 선출력이 가장 높았던 부위에서도 층의 현상

이 없는 건전한 핵연료봉 외관을 나타내었다

다

조사 핵연료봉을 절단하기 전에 연소도 분석을 위하여 을 실시하였

다 핵연료봉과 검출기와의 거리는 이었으며 축방향 세기분포를 

크기의 를 사용하여 연료심재 끝단에서부터 실크기 핵

연료봉의 경우 씩 초의 간격 축소연료봉 의 경우 씩 

초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전계수 값 과 세슘 비 를 측정하

여 분석하였다 축소봉의 경우 전계수 값과 세슘 비값이 동일한 거동을 보이나 실

크기 핵연료봉의 경우 전계수 값이 세슘 비와 비교해 초기에 높은 값을 나타내는

데 이는 장치 구조상 전계수 값은 긴 핵연료봉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슘 비와 조사 선출력 값으로 계산된 연소도를 비교하였다

세슘 비와 계산된 연소도는 유사한 거동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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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핵연료의 조사시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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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의 선출력 이력



- 169 -

그림 시헙집합체의 조사 중 표면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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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 봉 외관 변색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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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실크기 핵연료봉 세슘 비와 계산 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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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축소 핵연료봉 세슘 비와 계산 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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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분산 핵연료봉에 대하여 최대 연소도 부위와 상대적으로 낮은 연소도 부

위에서 절단을 하여 조직시험 밀도측정 분석을 위한 시편을 채취하였다

그림 에서 파란색 표시 위치가 실제 절단 부위이며 검정색 위치는 각 핵연료봉

의 유사 연소도 위치 비교를 위한 참고치이다

최대연소도 부위에서 절단된 실크기 핵연료봉의 저배율 단면 사진을 보면 기

지에 의 만 첨가한 시편의 경우 중심부에서 반응이 심하

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핵연료 분말에 제 의 원소를 첨가한 

의 경우에는 핵연료봉 중심부 반응이 크게 관찰되지 않는다 연소 거동에 따

른 자세한 미세조직 결과는 광학 사진과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라 표면 산화층 

핵연료봉의 조사시험중 생성된 피복재 표면의 산화층에 대한 두께 측

정 결과 실크기 핵연료봉 최대 연소도 부위 약 의 피복재 표면에서는 

의 두께가 측정되어 조사시험 핵연료 와 비슷한 두께

의 산화층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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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세조직 밀도 시편 채취를 위한 절단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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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최대 연소도 부위에서 절단된 실크기 핵연료봉의 저배율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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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실크기 핵연료봉 최대 연소도 부위 표면산화층 관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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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분산핵연료에 대한 분석 

미세조직

가 핵연룡 심재 단면

조사시험 된 분산핵연료의 연소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광학현미경으로 

심재 단면을 배로 촬영한 후 각 사진을 타일링 하여 전체적인 미세조직을 관찰

하였다 기지에 의 와 을 첨가한 실크기 핵연료에 대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 미세 분말 이하 을 사용한 핵연료 

의 경우 연소도 이상에서는 핵연료봉 중심부에서 핵연료와 

기지의 반응이 크게 일어나 반응을 하지 않은 기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조

대한 가 형성되었다 특히 독물질에 와 만 첨가한 의 경우 

를 추가로 첨가한 에 비해 반응이 크게 일어난 결과를 보였다 첨가한 

독물질의 종류에 따라 조사 중에 잔류하는 기간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의 

순으로 잔류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기존 의 조사시험 결과에서 보면 

기지에 를 약 이상 첨가하였을 경우 핵연료 분말과 기지와의 반응을 억제

하는 효과를 보였는데 와 같이 연소도가 매우 높을 경우에는 기지에 첨

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이하의 분말을 사용하고

와 같이 핵연료분말에 제 의 합금원소를 

첨가한 경우에는 최대 연소도 에서도 안정적인 연소거동을 보이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는 핵연료 분말 크기가 커짐으로 인해 기지와의 접촉면적이 

적어지면서 분산핵연료 심재내에 와 사이의 상호반응에 의해 생성된 낮은 

열전도도 특성을 갖는 반응층 의 분율이 낮아지게 된 것

으로 판단되며 핵연료 분말에 첨가된 과 같은 제 의 원소가 핵연료와 기

지의 반응성을 줄이는 효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핵연료 분말에 또는 코팅을 한 핵연료봉에서는 코팅효과와 

기지내 첨가 영향 그리고 핵연료 분말에 제 원소 첨가에 대한 영향을 볼 수 

있었다 기지에 를 첨가한 핵연료봉과 핵연료봉의 경우 

동일한 핵연료 및 기지 조성에서 만 첨가하지 않는 핵연료봉과 핵

연료봉에 비해 핵연료 분말과 기지와의 반응이 현저히 적은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약 정도의 연소도에서는 기지내에 

을 첨가하는 것이 반응층 형성을 억제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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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실크기 핵연료봉 최대연소도 부위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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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실크기 핵연료봉 최대연소도 부위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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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실크기 핵연료봉 최대연소도 부위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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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실크기 핵연료봉 중간연소도 부위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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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실크기 핵연료봉 최대연소도 부위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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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분말에 코팅만 한 핵연료봉의 심재 단면을 보면 약 

의 핵연료 분말에서 기지와의 반응이 크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핵연료 분말에 제 의 원소로 를 첨가하고 코팅을 한 핵

연료봉은 약 정도의 핵연료 분말이 기지와 반응을 하였다 실크기 핵연료

봉의 결과와 같이 핵연료분말에 제 의 원소를 첨가할 경우 과 의 반응성을 감

소시켜 반응층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을 첨가할 경우 코

팅을 할 때 코팅층의 두께 및 건전성을 향상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코팅을 한 시편의 경우 핵연료 분말표면 코팅의 효과 기지내 첨

가 효과 그리고 핵연료 분말 내 등 제 의 원소 첨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핵연료분말과 기지와의 반응을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코팅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핵연료봉의 경우 비록 기지와의 반

응이 많이 일어났으나 기지와 반응을 전혀 하지 않은 핵연료분말도 존재한다 이 

분말의 경우 분석을 하면 표면에 분말이 건전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코팅을 핵연료에 적용할 경우 코팅의 건전성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며 기지 내 첨가는 보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코팅을 한 핵연료봉 의 경우 전체적으로 기지와 반응을 하였

다 코팅만 적용한 핵연료봉은 핵연료봉 제조 후에도 코팅

층이 건전한 경우 기지와의 반응이 억제된 반면에 코팅은 건전하게 존재하

더라도 기지와의 반응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지와의 반

응층이 이내로 크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매우 균일하게 형성된 것을 보면 

코팅도 어느 정도의 반응층 형성 지연 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성으로 핵연료봉을 제조한 후 의 진공열처리

로에서 약 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약 두께의 를 형성시킨 

핵연료봉 의 심재 단면을 보면 반응층이 약 이내로 전 분말에 걸

쳐 균일하게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기 형성시킨 반응층이 임을 감안하면 실

질적으로 조사 중에 형성된 핵연료분말과 기지의 반응층이 정도로 매우 

얇다 핵연료봉 제조 후 조사시험 전 를 이용해 의 화학 조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반응층 내 의 함량이 약 정도로 코팅의 조성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핵연료봉이 조사거동은 코팅과 기지에 을 

첨가한 핵연료봉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핵연료봉에 사용한 

분말이 조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지와의 반응이 억제된 경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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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팅 핵연료 분말 연료봉 최대연소도 부위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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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팅 핵연료 분말 연료봉 최대연소도 부위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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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팅 핵연료 분말 연료봉 최대연소도 부위 심재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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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팅 핵연료 분말 연료봉 최대연소도 부위 심재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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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팅 핵연료 분말 연료봉 최대연소도 부위 심재 단면



- 189 -

그림 형성시킨 핵연료봉 최대연소도 부위 심재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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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세 조직 및 반응층 분포

조사된 핵연료봉의 최고 연소도 부위에서 심재 중심부 중간부 끝단부의 미세조

직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조성의 핵연료봉은 심재 중간부 

부터 모두 반응하여 기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고 모든 분산핵연료의 조직이 

대부분 의 상으로 형성되었으며 이상의 조대

한 기공이 생성되었다 끝단부에서도 약 두께의 반응층이 형성되었다 이는 

독물질의 조성만 다른 핵연료봉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핵연료 분말에 제 의 합금 원소를 첨가한 과 핵연료 봉의 경우 

의 연소도에서도 중심부 반응층 두께가 각각 로 매우 얇게 형

성되어 있으며 다량의 기지가 잔류하고 있다 또한 중심부와 끝단부의 반응

층 두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중심부에서의 열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심부와 끝단부의 심재 온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팅 핵연료 봉은 을 제외하고는 유

사한 반응층 두께를 보였다 핵연료 봉의 경우에도 코팅이 건전한 

경우에는 반응층 두께가 다른 핵연료봉과 유사하다 따라서 코팅 핵연료의 

경우 핵연료의 조성이나 기지 첨가에 의한 효과보다는 코팅의 건전성이 가장 주요

한 요인이며 향후 코팅을 핵연료 분말에 적용할 경우에는 분말 코팅 

및 핵연료봉 제조 중의 코팅 건전성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코팅 분말 핵

연료봉은 심재 중심부에서 두께의 반응층이 생성되었다 반응층 생성으로 인

해 핵연료 분말끼리 합쳐지는 현상도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코팅을 적

용하지 않은 의 저연소도 부위 에서의 심재 

중심부 반응층 두께가 약 정도이다 따라서 을 적용하는 것과 

기지 내에 를 첨가하는 것은 유사한 반응층 억제 성능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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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된 핵연료봉 심재 위치별 미세조직 최대 연소도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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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실크기 핵연료봉 심재 중심에서 부터의 반응층 두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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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윤량 비교

조사된 핵연료의 팽윤량 평가를 위하여 핵연료 시편의 심재외경을 정확하

게 측정하여 조사전의 치수와 비교하였고 핵연료봉 길이방향으로의 치수변화는 없

다고 가정함으로서 체적변화량을 측정하여 팽윤량을 계산하였다 측정된 핵연료 심

재의 팽윤량을 표 에 정리하였다

연소도 까지 조사된 실크기 핵연료 봉의 핵연료 심재 팽윤량은 제 

의 합금 원소를 첨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 미세조직에서 

보았듯이 심재 중심부가 완전히 반응하여 조대한 핵분열 기공을 형성한 

핵연료 봉의 경우 의 팽윤을 보인 반면 의 를 제 의 합금원소로 핵연

료 분말에 넣은 경우에는 반응층 생성을 억제하여 약 의 팽윤값을 나타내었

다 핵연료 심재의 팽윤은 크게 반응층 생성으로 인한 핵연료분말 팽윤과 핵분열 

기공 생성에 의한 팽윤으로 나눌 수 있다 코팅을 한 핵연료봉의 팽윤은 

정도로 측정되었다 코팅과 제 의 합금원소 첨가 기지 내 첨가

를 모두 적용한 핵연료 봉만 약 의 팽윤값을 보이는데 이는 미세조직 

상에서 반응층이 얇게 생성된 것과 비교하면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팽윤 

측정을 위해 조사 후 핵연료 봉의 단면을 이용해 외경을 측정할 때 절단 및 연마 

시에 발생하는 시편의 기울어짐이나 측정 시의 오차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

여 이에 대해서는 심재의 밀도를 측정을 통해 정확한 팽윤값의 평가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핵연료봉에 대해서 연소도에 따른 팽윤값을 측정하여 동일한 조성으 

핵연료봉의 팽윤값과 비교하였다 의 고 연소도에서는 약 

의 팽윤을 보이는 반면 의 연소도에서는 의 팽윤값을 나타내

었다 의 결과와 연소도에 따른 팽윤값의 상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연소도에 따른 팽윤값 모델을 만들 수 있다



- 196 -

표 핵연료봉 핵연료 심재 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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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 연소도 별 핵연료 심재 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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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층에 대한 조성분석

노내조사시험한 분산핵연료에 대해 핵분열 물질 및 핵분

열 기체 분포 분석 반응층에 대한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은 실크기 

핵연료봉 의 최대 연소도 단면의 심재 외각 부분에서 

촬영한 핵연료분말 단면사진이다 심재 중심부는 기지가 모두 반응을 하여 

잔류하지 않았다 핵연료 분말과 기지와의 반응층은 약 정도이며 핵연료 분말 

내부에는 핵분열에 의한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기포의 최대 크기는 약 이며

핵연료 분말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생성되어 있다

반응층에 대한 성분분석을 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원소별 

결과를 보면 반응층 내에 과 이 주 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가 소량 

포함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 경우 반응층 내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반응층의 끝단 즉 반응층과 기지 경계층에 얇은 막 형태로 밀집되어 있고 그 

뒤로는 고갈층이 나타난다 이는 에서 이미 밝혀진 결과로 기존의 이 

입자 표면의 에서 확산되어 반응층을 형성하고

은 반응층 내에서 골고루 분포할 것이라 설명한 이론과 상반된 것이다 기존의 해

석은 주로 노외 확산 실험 결과에 기초한 것이었다 반응층 부분에 대해 를 

이용해 분석한 원소별 정량분석 결과를 보면 반응층 외곽에 이 약 포함

되어 있으며 그 뒤로 로 기지에 첨가한 에 해당 보다 함량이 

작은 고갈층이 생성된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기지에 을 첨가

한 실크기 핵연료봉의 결과는 기존 의 유사한 조성의 핵연료봉 결과

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실크기 핵연료의 연소거동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연료 분말에 제 의 원소로 의 를 첨가한 

핵연료봉 의 최대 연소도의 심재 중심부에서 핵연료 분말 단면을 보면 반응

층은 정도로 를 첨가하지 않은 핵연료봉 보다 적은 반응층이 형성되었다

또한 핵분열 기체에 의한 기공에서도 최대 크기 정도로 더 작게 형성되어 있

다 전체적으로 제 의 합금원소를 첨가함으로써 핵연료 분말의 특성을 향상시키고

기지와의 반응 또한 고연소도까지 억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량분석결과에서는 

핵연료 봉과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반응층 외곽에 약 의 

가 검출되며 그 뒤로 고갈층이 나타났다 제 의 합금 원소 영향 등에 대해서는 

조사후 시험 결과에 서술하였으며 본 조사시험에서는 이상

의 고연소도 조건에서도 기지 내 첨가 핵연료 분말 내 제 의 합금원소 첨가에 

따른 반응층 형성 억제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함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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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 단면 사진 최대 연소도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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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 단면 핵분열 기포 형성 최대 연소도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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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 반응층 원소별 결과

최대 연소도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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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 반응층 원소별 정량분석 결과

최대 연소도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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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 핵연료봉 단면 사진 최대 연소도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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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 핵연료봉 단면 핵분열 기포 형성 

최대 연소도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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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 반응층 원소별 결과

최대 연소도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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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 반응층 원소별 정량분석 결과

최대 연소도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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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봉의 조사 후 최고 연소도 심재 중심

부 단면을 보면 핵연료 분말 내에서 를 따라 먼저 핵분열 기공이 발

생하고 내부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코팅이 건전하게 존재

하는 경우와 코팅이 불안전한 경우에 확연히 다른 연소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코팅이 건전한 경우에는 반응층이 매우 미세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반응층

이 존재하지 않거나 깨진 경우에는 최대 이상의 반응층이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지에 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코팅이 핵연료 분말

과 기지의 반응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하였다

원소별 결과에서 보여 지듯이 기지와 반응을 하지 않은 핵연료 

분말 외곽에는 밀집되어 층을 형성하고 반응이 일어난 부분에서는 이 전혀 검

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응층의 바깥쪽 부분에는 가 모여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는 조사 전 코팅된 핵연료 분말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조사에 의해 이 코팅층 바깥으로 이동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확

산 열처리 방법으로 코팅을 할 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응이 일어난 

부분의 반응층 외곽에서는 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의 

성분 결과를 보면 코팅 층 최외각으로만 이 확산되었을 뿐 안

쪽으로는 전혀 침투하지 못하였다

코팅을 반응 억제 기구를 좀 더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반응층 

두께에 대한 정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반응층이 두껍게 생성된 부

위의 결과는 조사 후 핵연료봉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은 전혀 검출되

지 않았으며 의 함량이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핵연료 분

말에는 코팅이 전혀 되지 않은 것을 말해준다 반면에 코팅이 건전

하게 존재하는 부위에서는 핵연료 분말 외곽에 두 개의 층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

었다 먼저 핵연료 분말 쪽 층 약 에서는 함량이 최대 까지 검출되

었는데 이는 동일 핵연료봉의 조사 전 성분 분석 결과와 유사하고 그 두께도 

코팅 층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조사 후에도 잔류하는 코팅으로 판단된다

잔류 코팅 다음으로는 함량이 급격이 줄어들고 합량이 늘어나는 층

이 약 두께로 존재한다 이는 코팅층에 존재하는 과 기지가 반응

하여 생성된 반응층이다 정량분석 결과를 보면 이 코팅 층으로 확산된 

양 보다 코팅내에 존재하는 이 기지 쪽으로 확산된 양이 더 많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코팅 층 안쪽에서는 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이는 

코팅이 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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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 단면 

최고 연소도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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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 코팅 건전성에 따른 

연소 거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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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 원소별 

결과 최대 연소도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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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 원소별 정량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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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 원소별 정량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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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분말에 코팅을 하고 제 의 합금원소로 의 를 첨가한 

핵연료 봉의 조사 후 최고 연소도 심재 중

심부 단면을 보면 핵연료 분말 내에 이하의 핵분열 기공이 관찰되며 주로 

를 따라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소별 결

과를 보면 이 핵연료 분말 외곽 쪽에 집중되어 있고 약 안쪽에는 고갈

층이 생성되어 있다 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는 사진 상에서 핵분열 기공이 

발생한 위치와 일치한다 조사전 핵연료분말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였던 이 핵분열 

기체에 의해 기공이 발생할 때 핵물열 물질과의 반응 또는 확산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팅층은 역할은 을 첨가하지 않은 핵연료 봉과 동일하며 또

한 과 같은 핵분열 물질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결과를 나타내었다 핵분열 물

질 특히 는 핵연료분말 내에서도 내부에 잔류하는 특성이 강하다

의 는 약 정도로 결과를 보면 함량이 다른 

과 를 관찰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하게 핵분열 물질이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량 분석 결과에서는 코팅 내에 함량

이 약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팅한 핵연료 분말에서 첨가로 인

한 핵연료 분말과 기지와의 반응 억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코팅이 

건전한 경우에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을 첨가함 으로써 

코팅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핵연료의 핵분열에 역할을 하여 연소성능을 향

상시키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코팅을 한 핵연료봉의 경우에는 

이 연소도에서 핵연료 분말의 에서만 핵분열 기공이 형성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의 크기가 타 핵연료 분말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

대하다 또한 핵분열 기공도 거의 관찰되지 않는데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감마

상 열처리에 의한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과제에서 시행한 코팅에서 

코팅보다 코팅의 열처리 온도가 높고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감마상 열

처리에 의한 효과로 단정 짓기는 힘들다 코팅층의 건전성 및 원소별 확상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을 실시하였다 핵연료 분말 외곽층에 약 

두께의 층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조사 전 코팅층보다 약간 증가한 것

인데 의 분해능 제약과 조사 중 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층에서는 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코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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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과 같은 응집층은 관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코팅 핵연료 분말의 경우 코팅층 바깥 쪽으로 반응층이 생성된 

반면 코팅 핵연료 분말의 경우 코팅층 안쪽으로 반응층이 생성된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코팅층의 치밀성 즉 의 핵연료분말 쪽으로 확산 억제 역할은 

코팅이 더 우수한 것을 말해준다 코팅도 반응층 형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는 하나 이상의 반응층이 생성되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연료봉 제조 후에 핵연료봉의 경우 대부분의 핵연료 분말에서 

코팅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조성은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조사 전 열처리를 통해 를 형성시킨 

핵연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은 열처

리를 통해 조사 전에 미리 층을 만들어 코팅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하여 시험한 핵연료봉 이었다 핵연료 분말 단면의 사진을 보면 

코팅 핵연료봉과는 다르게 하나의 층만 형성되어 있다 또한 원소별 

결과에서 보여 지듯이 의 응집층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핵연료 

분말 외곽에 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반응층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 경우 최고 연소도 심재 중심부에서 반응층 두께

가 약 가량으로 에서 조성 열처리 없음 으로 실험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왔다 비록 연소도가 로 의 에 

비해 높기는 하나 반응층 두께가 비슷한 것을 감안하면 조사 전 열처리를 통한 

형성은 최종 반응층 두께를 감소시키는데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정량 분석 결과에서도 반응층 내에 함량이 이하로 조사 전의 결과

와 비교할 때 및 의 확산이 조사 중에 많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층이 조사 중에 안정성이 코팅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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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 단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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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 원소별 

최고 연소도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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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 정량분석 

최고 연소도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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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 단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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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 원소별 정량 

분석 결과 최고 연소도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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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 단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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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 원소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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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봉 정량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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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제 차 핵연료 조사시험에서는 지난 번에 걸친 조사시험 결과를 참고로 

하여 실용화 실크기 핵연료봉 분산핵연료 외부의 

및 코팅 이외에 반응층 형성 분산핵연료 등의 조사시험 완료하였으

며 조사된 핵연료 봉에 대해서 조사후 시험을 실시하였다

본 과제기간 내 수행된 조사후 시험 결과를 통해 의 실크기 

핵연료 봉의 고연소도 까지 안정적인 연소 거동을 확인하여 

하나로 노심 전환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코팅 및 코

팅의 반응층 형성 억제 기구가 상이함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효과적인 코팅 조성 및 

기술에 대한 조사시험 자료를 생산할 수 있었다

제 5 절 하나로 노심전환을 위한 U-Mo 봉상 핵연료의 

Qualification 자료 작성

1. U-Mo 노심의 핵적 특성 평가

가. 서론

대부분의 연구용 원자로는 높은 중성자속을 얻기 위해 개발초기부터 고농축 우

라늄을 원료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은 핵확산 위험이 있어 

저농축 핵연료로 대체하고자 미국이 주축된 RERTR (Reduced Enrichment for 

Research and Test Reactor) 프로그램이 1978년에 시작되었다. 농축도를 낮추는 대

신 우라늄 장입비율을 높여 고출력에서도 사용 가능한 핵연료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라늄 밀도가 높으며 연소 안정성이 우수한 우라늄 합금 물질로서 U3Si2 또

는 U3Si가 선정되어, 1980년 후반부터 고농축의 UAlx 핵연료를 저농축 Uranium 

Silicide 핵연료로 전환하는 사업이 점차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연구로의 약 90% 정

도가 저농축 Uranium Silicide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로도 이러한 배경으로 

U3Si/Al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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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nium Silicide 핵연료는 몇몇의 고출력의 연구로에서 요구하는 고밀도 핵연료

로 제조할 수 없으며, 재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재처리가 용이하고 Uranium 

Silicide 보다 우라늄 밀도가 높은 물질을 찾는 연구가 착수되었다. 여러 가지 후보

물질 중에서 U-Mo 합금이 고밀도의 핵연료를 만들 수 있고 연소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RERTR 프로그램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U-Mo 핵연료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Mo 함량이 많을수록 연소 안정성이 좋게 나타났으나 Mo 원소는 중

성자 흡수단면적이 크고 합금물질의 우라늄 밀도를 저하시키므로 핵연료 용도로 사

용 가능한 Mo 최저 함량이 선정되어야 한다. 6wt.%Mo 이상이 사용가능한 안정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보다 1wt.% 높은 U-7Mo/Al이 실용화를 위한 합금조성으로 선정되

었다.

나. 하나로 노심변환

(1) 노심 모형

하나로는 2가지 형태의 핵연료를 사용하는데, 육각형의 외관을 갖는 36봉 핵연료

와 원형의 18봉 핵연료이다. 그림 3-119에서 R01～R20에는 36봉 핵연료가 장전되

고, CA1～4, SO1～4, OR1,2,7,8에는 18봉 핵연료가 장전된다.

하나로의 표준노심은 36봉 핵연료가 20개, 18봉 핵연료가 12개 장전된 노심이다. 

강제 대류를 필요로 하는 조사시험을 할 수 있는 조사공은 그림 3-119에서 내부노

심(Inner Core)에 3개, 외부노심(Outer Core)에 4개가 있다. 외부노심의 핵연료가 장

전되어 있는 위치를 조사공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조사공이 50% 이상 증대되는 것

에 해당한다. 핵연료가 장전되는 위치가 줄어들면 주기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

밀도 핵연료를 이용하여 주기길이를 늘여야 한다. 이를 위해 4.0~5.0 gU/cc의 

U-7Mo/Al 핵연료를 이용하여 하나로의 노심변환을 위한 노심특성을 분석하였다. 

비교 평가를 위한 노심특성인자는 선출력, 중성자속, 반응도값, 주기길이, 반응도 

계수 등이다. 분석에 사용되는 전산코드는 MCNP[16]와 HELIOS[17]이고, 각각의 하

나로 전체 노심모델을 이용하도록 한다. 비교 분석 대상에 대한 주요 인자는 표 

3-2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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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하나로 노심에 대한 개념적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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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심

  구분

U3Si/Al노심 U-7Mo/Al 노심

(4.0/4.5 gU/cc)

U-7Mo/Al 노심

(5.0/4.3 gU/cc)

핵연료봉

 우라늄 밀도 (gU/cc) 3.15/3.15 4.00/4.50 5.00/4.30

핵연료심 밀도 (g/cc) 5.40/5.40 6.34/6.79 7.25/6.61

핵연료심 직경 (cm) 0.635/0.549 0.635/0.549 0.635/0.549

우라늄 선밀도 

(gU/cm)
1.00/0.75 1.27/1.07 1.58/1.02

핵연료

다발

36봉 핵연료 18/18 18/18 18/18

18봉 핵연료 18/0 6/12 6/12

노심

장전 다발 개수 32 28 28

36봉 핵연료 20 20 20

18봉 핵연료 12 8 8

전체 핵연료봉 개수 936 864(0.92) 864(0.92)

우라늄 장전량 (kg) 58.31 69.35(1.19) 75.76(1.30)

표 3-22.  비교 분석 대상에 대한 주요 인자 (표준/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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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출력

고밀도 핵연료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선정된 노심모형은 장전되는 핵연료 다

발의 수가 줄어든다. 같은 원자로 출력 30 MW을 내기 위해서는 선출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결책이 필요하다. 하나로를 설계할 때 36봉 핵연료의 외곽봉

에 높은 선출력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곽봉의 핵연료심 직경을 줄였

다. 이와 같이 내/외곽의 우라늄 양을 조절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선출력 분포를 평

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18봉 핵연료에 대해서는 출력 평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노심의 최대 선출력은 18봉 핵연료에서 발생한다. U-7Mo/Al 핵

연료의 18봉 핵연료에 출력 평탄화를 적용한다면 선출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표 3-23에 보는 바와 같이 U-7Mo/Al 핵연료는 36봉 핵연료뿐만 아니라 18봉 

핵연료도 외곽봉의 핵연료심 직경을 줄였다. 노심분석을 위하여 모두 새 핵연료가 

장전된 가상노심을 선정하였다. 최대 선출력이 발생하는 제어봉 위치를 선정하여 

MCNP로 계산하였다. 선출력은 모든 핵연료봉에 대하여 5 cm 단위로 산출하였으며 

표 3-2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최대 선출력에 대한 계산 오차는 2.5% 정도이다.

열전달 면적이 줄어들었지만 U-7Mo/Al 노심의 최대 선출력은 U3Si/Al 노심에 비

해 거의 높아지지 않는다. U-7Mo/Al 노심의 핵연료는 36봉 핵연료뿐만 아니라 18봉 

핵연료에서도 외곽봉의 우라늄 양이 내곽봉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4.0/4.5 gU/cc의 

U-7Mo/Al 노심은 5.0/4.3 gU/cc의 U-7Mo/Al에 비하여 최대 선출력이 높다. 이것은 

4.0/4.5 gU/cc의 U-7Mo/Al 노심이 출력 평탄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

낸다. 

(3) 중성자속

하나로는 연구용 원자로이기 때문에 중성자속이 가장 중요하며 현재 이용되고 

있는 모든 조사공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비교할 반사체내의 수직 조사공은 

IP4,5,11,15, NTD1,2, NAA1,2,3, HTS이며, 비교 영역은 축방향 -35～+35 cm이다.  여

기에서 제외한 반사체 내 수직 조사공은 다른 조사공의 중성자속을 높이기 위하여 

Al Plug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았다.  NAA2에 대해서는 전체 중성자

속을 비교하였으며, 나머지 조사공은 0.625 eV 이하의 열중성자속을 비교하였다.  

모든 수평 조사공(Beam Tube)에 대해서는 열중성자속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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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노심

우라늄 

양의 비

(외곽봉/내곽봉)

선출력 (kW/m)

(최대/평균)

선출력 비

(외곽봉/내곽봉)
임계도값

(3.15 gU/cc)

0.75

(36봉 핵연료)

89.4/43.1(1)

110.8/39.7(2)

113.8/58.4(3)

87.6/52.3(4)

1.05(1)

1.23(2)

1.26(3)

1.38(4)

1.16856

U-7Mo/Al 노심
(4.0/4.5 gU/cc)

0.84

114.0/48.1(1)

114.8/41.1(2)

119.3/59.7(3)

1.18(1)

1.04(2)

1.11(3)

1.16859

U-7Mo/Al 노심
(5.0/4.3 gU/cc)

0.65

108.7/48.1(1)

113.4/41.0(2)

115.3/59.4(3)

1.10(1)

0.96(2)

1.03(3)

1.17655

표 3-23.  선출력의 비교 [(1): R01～20, (2): CA1～4, (3): SO1～4, (4): 

OR1,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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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심

         

   비교

U-7Mo/Al 노심

(4.0/4.5 gU/cc)

U-7Mo/Al 노심

(5.0/4.3 gU/cc)

상대 비율 오차 (%) 상대 비율 오차 (%)

반사체 

내의 

수직 

조사공

IP4

IP5

IP11

IP15

NTD1

NTD2

NAA1

NAA2

NAA3

HTS

0.92

0.98

1.03

0.83

0.80

0.76

0.95

0.98

0.99

1.00

0.9

0.8

0.7

0.6

0.6

0.5

1.6

6.1

0.9

1.1

0.91

0.97

1.02

0.82

0.80

0.76

0.95

0.97

0.99

1.00

0.9

0.7

0.7

0.6

0.6

0.5

1.4

5.6

0.8

1.0

수평 

조사공

(Beam   

 Tube)

ST1

ST2

ST3

ST4

NR

IR

CN

0.86

0.93

0.98

0.96

0.87

0.93

0.97

4.4

4.8

4.3

4.5

4.4

4.2

4.4

0.81

0.90

0.96

0.99

0.92

0.95

0.95

4.1

4.5

3.9

4.0

4.1

3.9

4.0

노심

조사공

(열/고속

중성자)

CT

IR1

IR2

OR3

OR4

OR5

OR6

1.05/1.13

0.99/1.08

1.02/1.09

0.92/0.88

0.94/0.96

0.97/0.94

1.02/0.98

0.7/1.2

0.8/1.3

0.8/1.3

0.9/3.6

0.9/3.9

1.0/4.0

0.9/3.7

1.03/1.10

0.96/1.06

1.00/1.09

0.93/0.87

0.93/0.92

0.95/0.94

1.01/0.98

0.7/1.1

0.7/1.2

0.7/1.2

0.8/3.4

0.9/3.6

0.9/3.7

0.8/3.4

표 3-24. 중성자속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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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는 실제 이용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용한 계산 모델로는 불가능하

다. Beam Tube는 반사체 탱크를 지나 외부로 연결되는데 반사체 탱크가 끝나는 곳

에서 5 cm 떨어진 부분에서 비교하면 실제와 가까울 것으로 기대된다. 노심에서는 

조사공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치인 CT, IR1,2, OR3～6에 대해 비교하였다. 노심 조

사공은 열중성자뿐만 아니라 고속중성자도 중요하기 때문에 1.0 MeV 이상의 중성

자속도 비교하였다. 비교할 조사공에는 모두 모의 핵연료 다발이 장전되어 있으므

로 모의 핵연료 다발의 중심 지지봉의 축방향 -35～+35 cm의 영역을 비교 영역으

로 설정하였다. 중성자속에 대한 관심은 어떤 조건에서의 최대 중성자속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심 상태에서의 중성자속이다. 중성자속의 비교를 위해서는 연소도 29.41 

at%U-235의 하나로 평형노심을 선택하였다. 비교는 U3Si/Al 노심에 대한 상대비로 

표시하였으며 표 3-24에 나타내었다. 오차는 상대비의 오차로 각각의 계산오차로부

터 산출한 것이다.

반사체 영역의 수평 및 수직 조사공에서의 중성자속은 U-7Mo/Al 노심이 U3Si/Al 

노심에 비해 낮으며 대부분 5% 이내이다. 반사체 영역의 수직 조사공인 IP15, 

NTD1,2와 수평 조사공인 ST1에서 열중성자속이 약 20% 정도 낮다. 이것은 

OR1,2,7,8에 핵연료가 장전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핵연료 조사시험을 할 때 

이 위치에 조사시험 핵연료를 장전한다면 중성자속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

을 것이다. 노심 조사공인 CT, IR1,2에 대한 고속중성자속은 U-7Mo/Al이 약 10% 정

도 높아진다. U-7Mo/Al 노심은 장전된 핵연료 다발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핵분열이 

노심에 집중되어 생기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OR3～6에 대한 열 및 고속중성자속은 

거의 비슷하다. 같은 U-7Mo/Al 핵연료이더라도 우라늄 양이 적은 4.0/4.5 gU/cc의 

노심이 중성자속이 높지만 차이는 적다.

(4) 반응도

선출력과 중성자속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반응도 특성이다. 반응

도 특성이 현재의 노심과 매우 다르다면 제어장치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다. 고밀도 

핵연료의 사용은 반응도 삽입효과가 있는데 하나로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어장치

의 설치는 거의 불가능하다. 추가 반응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면 가연성 독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가연성 독물질을 핵연료심에 혼합한 핵연료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

지고 있지만 가연성 독물질의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반응도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모두 새 핵연료인 가상노심과 평형노심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제어

봉이 완전 삽입, 1/2 삽입, 완전 인출에 대하여 표 3-25에 나타내었다. 늘어난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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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 양에 비하여 반응도 변화는 적으며 제어봉값(Control Rod Worth)의 변화는 5% 

미만이다. 연소에 따른 반응도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주기길이를 추정할 수 있다. 보

다 자세한 주기길이는 노심관리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소에 따른 반응도값의 변

화가 주기길이를 비교할 때 대표적인 값이라 할 수 있다. 연소에 따른 반응도값의 

변화는 HELIOS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처음부터 임계도값이 1.0이 될 때까지 조사

시간을 비교하였으며 변화하는 모습은 그림 3-120에 나타내었다. 주기길이는 

U3Si/Al 노심에 대하여 4.0/4.5 gU/cc의 U-7Mo/Al 노심은 16% 늘어나고 5.0/4.3 gU/cc

의 U-9Mo/Al 노심은 27% 늘어난다. 우라늄 장전량이 각각 19, 30% 늘어난 것을 생

각할 때 주기길이는 우라늄 장전량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여러 가지 반응도 계수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온도계수이다. 핵연료, 

감속재, 반사체 등의 온도가 같이 변화할 때의 반응도 변화를 알아보았다. 각각의 

세부적인 온도계수가 아닌 등온온도계수이다. 온도에 따른 반응도값의 변화는 

HELIOS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온도 변화 영역은 20～50℃이며, 온도변화에 따른 

임계도값 변화를 그림 3-121에 나타내었다. 출력 운전 때의 냉각수 평균온도인 35 

℃를 기준으로 산출한 등온온도계수는 -0.07126 mk/℃ (U3Si/Al), -0.004471 mk/℃ 

(U-7Mo/Al, 4.0/4.5 gU/cc), -0.04429 mk/℃ (U-7Mo/Al, 5.0/4.3 gU/c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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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

 연소도      제어봉

U3Si/Al 노심

(3.15 gU/cc)

U-7Mo/Al 노심
(4.0/4.5 gU/cc)

U-7Mo/Al 노심
(5.0/4.3 gU/cc)

새 핵연료

노심

완전 삽입

1/2 삽입

완전 인출

1.07899 (0.00025)

1.16856 (0.00024)

1.22919 (0.00023)

1.08125 (0.00027)

1.16859 (0.00025)

1.22725 (0.00025)

1.08970 (0.00026)

1.17655 (0.00026)

1.23434 (0.00024)

평형노심

완전 삽입

1/2 삽입

완전 인출

0.91981 (0.00023)

0.98838 (0.00024)

1.05332 (0.00022)

0.91905 (0.00023)

0.98518 (0.00023)

1.04809 (0.00022)

0.92517 (0.00023)

0.99109 (0.00023)

1.05265 (0.00023)

표 3-25.  노심의 반응도값 비교 (괄호의 값은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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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연소도에 따른 반응도 변화와 조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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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온도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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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

하나로 핵연료를 3.15 gU/cc의 U3Si/Al 핵연료에서 4.0~5.0 gU/cc의 U-7Mo/Al 핵

연료로 바꾸는 노심변환을 위해 노심특성을 분석하였다. 최소 변화를 갖는 노심변

환을 위해 핵연료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핵연료의 밀도를 변화시켰다. 4개의 수

직 조사공이 추가된 노심모형에 대하여 선출력, 중성자속, 반응도값 등을 살펴보았

다. 사용하는 핵연료의 수가 줄어들어 열전달 면적이 8% 작아지지만 핵연료 설계를 

개선하여 선출력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노심 조사공에서 고속중성자속은 10%, 열

중성자속은 5% 증가하였다. 반사체 영역의 수직 및 수평 조사공에서의 열중성자속

은 대부분 5% 미만으로 낮게 나타난다. 수직 조사공인 IP15, NTD1,2와 수평 조사공

인 ST1에서 열중성자속이 약 20% 정도 낮다. 이것은 OR1,2,7,8에 핵연료가 장전되

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으로 중성자속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연료의 장전이 필요하

다. 핵연료를 조사시험할 때 이 위치에 조사시험 핵연료를 장전한다면 중성자속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노심의 반응도값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우라늄 양은 늘어났지만 Mo의 중성자 흡수로 반응도값의 변화는 작은 것으

로 생각된다.  대표적인 반응도계수인 등온온도계수는 현재의 핵연료가 장전된 노

심과 거의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어 준다. 주기길이는 우라늄 양과 거의 비슷하게 

늘어나며 현재의 노심과 비교하여 16 및 27%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고밀도 U-7Mo/Al 핵연료를 이용한 하나로의 노심변환은 특별한 문제없이 하나로

에 추가적인 조사공의 제공과 주기길이의 연장을 가능케 한다. 즉 하나로의 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고 핵연료의 소비를 줄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하나로의 노심변환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시험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심변환

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U-Mo 핵연료 qualification 자료 작성

하나로 핵연료의 U-Mo 전환을 위한 qualification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조사후 

시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고온 고출력 조사시험(KOMO-4)와 실크기 실용화 조사

시험(KOMO-5)에 대한 조사후 시험결과를 정리함으로써 하나로 노심에서의 

U-Mo/Al 핵연료의 안정적 연소 거동을 확인하였다. 특히 KOMO-5의 실크기 핵연료

봉 U-7Mo-1X(X=Ti,Zr)/Al-5Si에 대해 85 at%U-235 이상의 연소도까지 연소된 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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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직, 팽윤, 반응층 형성 거동 등을 정리함으로써 노심 전환에 필요한 기초 자료 

작성을 마무리 하였다. KOMO-5 조사시험 핵연료의 조사후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정리하여 향후 하나로 노심의 U3Si에서 U-Mo로 전환 시 인허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 절 외국의 판형 입자 고분율 분산핵연료 개발 

국제 협력 및 원심분무 분말 수출기반 구축

원심분무 분말 전세계 공급 실적

상용급의 핵연료 분말 제조 기술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유한 원심분

무 기술이 유일하며 한국에서 제조하여 세계각국에 공급된 원심 분무 분말이 미국 

주도하에 수행되고 있는 저농축 우라늄 전환 프로그램의 핵연

료 성능 검증용 표준 분말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분말 시료 수출은 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연구로 핵연료가 핵연료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서 세

계시장 선점 관점에서 경제적 중요성이 크고 또한 의 윈심분무 분말의 우수

성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는 기술적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전세계에 수출한 원심분

무 분말 현황을 표 에 정리하였다

가 프랑스 원심분무 분말 수출

년도에 프랑스 연구소 노외시험용 에서 에 원심분무 

분말 공급을 요청하였다 프랑스 는 합금 조성을 가

지는 의 원심 분무 분말 공급을 요청하였다 두 번의 제조를 통해 각각 의 

원심 분무 분말을 제조하였으며 제조 된 분말의 성분 분석 결과 합금 중 

의 함량이 각각 및 로 측정되었다 가 요구한 함

량 오차 범위를 초과하여 만족하차와 차에서 제조된 원심분무 분말의 무게 분포와 

입자 지름 분포를 보인다 평균 입자 지름은 각각 μ 와 μ 였는 값으로 원

심 분무 분말의 균질도가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는 각 각 차와 

차에서 제조된 원심분무 분말의 무게 분포와 입자 지름 분포를 보인다 평균 입자 

지름은 각각 μ 와 μ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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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 원심분무 핵연료 분말 수출 상세내역

분말 종류 수량 금액 국가 용도

아르헨티나
핵연료 제조공정 

최적화

아르헨티나

무상
미국 코팅 특성 시험

프랑스 노외 시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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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프랑스 수출 원심분무 분말 입자 지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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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프랑스 수출 원심분무 분말 표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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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프랑스 수출 원심분무 분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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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르헨티나 원심분무 분말 수출

아르헨티나 연구소에서 호주 연구로에 적용할 수 있는 우라늄 고

밀도 핵연료를 개발하고자 에 원심분무 분말과 

분말 각각 공급을 요청하였다 현재 연구로는 판형의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년 이후 핵연료가 세계적으로 

실용화되는 시점에서 핵연료로의 노심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 

연구로 사업을 수주하여 설계 및 건설한 아르헨티나에서는 노심전환용 핵연

료 제조 전 단계로 제조공정 최적화를 위한 모의 핵연료 분말 과 

조사시험 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한 핵연료 분말 공급을 요청

하여 년에 공급하였다

다 미국 산하 핵안보국 감사패 수여

년 월에 개최된 차 국제회의에서 미국 산하 핵안보국

는 저농축 고밀도 핵연료 제조 원천기술 개발과 실용화 검증 시험개

발을 통해 핵안보와 핵연료기술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연구 책임자에게 감

사패를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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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아르헨티나 수출 원심분무 분말 성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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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아르헨티나 수출 원심분무 분말 동위원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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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산하 에서 수여한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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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국 공동 협력사업 참여

년 개최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연구로의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저농축 

우라늄 연료 로 전환하는 고밀도 핵연료 제조 실증 사업을 개국 한

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공동 성과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의 최소화 및 고밀도 핵연료 개발에 높은 관심을 가

지고 있어 핵연료 제조를 위한 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세계 유일의 원심분무 

핵연료 분말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년 중에 원심분무 분말 

을 제조하기로 하였다 프랑스 사에서는 에서 제조한 

원심분무 분말을 이용하여 검증시험용 고밀도 핵연료 집합체를 제조하

고 동 핵연료 집합체를 프랑스 벨기에 소재 고성능 연구로에 장전하여 연소 

성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년 월 일에 미국으로부터 이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로 입고될 

예정이며 금년 월 말까지 원심분무 분말 을 제조하여 공급

할 계획에 있다

본 국제 공동 협력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감소 노력에 기여하고 핵

연료 상용화 시 한국이 원심분무 핵연료 분말 공급자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

한다 또한 타국에 관련 기술 이전도 가능하여 국내 연구개발 능력의 국제적 수준

을 인정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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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밀도 저농축우라늄 핵연료 개국 협력사업 공동선언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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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분무 분말로 제조된 핵연료 국제 공동 연구 수행

가 핵연료 중이온 조사시험

실리사이드와 나이트라이드 코팅 처리된 분산 핵연료에 대해서 독인 뮌헨 

공대와 중이온 조사시험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실리사이드 코팅 실

리사이드 코팅 과 나이트라이드 코팅 나이트라이드 

코팅 총 네 종류의 봉상 분산핵연료를 제조하여 독일 에 

있는 의 가속기로 중이온 조사시험을 하였다

그림 에 중이온가속기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에서 생성된 이온

이 최고 로 가속되어 핵연료 시편에 조사되었다 조사되는 중이온은 이

며 이온 는 이고 조사온도는 이다 요오드 는 핵분열 시 

생성되는 생성물과 거의 유사한 원자량을 가지고 있고 로 가속된 의 

에너지는 핵분열 생성물의 전형적인 에너지와 유사하기 때문에 노내 조사와 

거의 흡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중이온 조사사험의 이온 소스로서 선택되었다

중이온 조사 후 각 시편의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중이온 조사 후에도 코팅층이 

형성된 부분은 반응층이 생성 되지 않았다 하지만 반응층이 균일하게 생성되지 못

한 부분과 압출 과정에서 깨진 부분에서는 반응층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 중에서도 나이트라이드가 코팅된 시편은 코팅층이 약 

로 두껍게 형성되어 있고 전 분말에 걸쳐 균일하게 생성되어 반응층이 전혀 관찰

되지 않았다 따라서 분말과 기지의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향후 

분말표면에 코팅층을 균일하게 형성시키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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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중이온 가속기 계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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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나이트라이드 코팅 핵연료 중이온 조사시험 후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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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실리사이드 코팅 핵연료 중이온 조사시험 후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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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에너지 상분석 공동연구 수행

연구로의 고농축 우라늄 핵연료를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로 전환하기 위해 

핵연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핵연료와 기지의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기지에 를 첨가하거나 또는 핵연료 분말에 코팅층을 형성시키는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 반응층 및 코팅층에 대한 상분석이 매우 중요하여 프랑스 와의 공

동 연구를 추진하여 프랑스 에 위치한 

내의 고에너지 를 이용하여 상분석 국제 공동연

구를 수행하였다

프랑스 와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원심 분무법으로 및 핵연

료 분말을 제조하였으며 각 분말은 및 를 기지로 하여 압출봉을 

제작하였다 또한 및 핵연료 분말 표면에 실리사이드 및 나이트라

이드 코팅층을 형성시켜 을 기지로 하여 압출봉을 제작하였으며 압출봉은 고진

공 및 고온 하에서 시간동안 열처리하여 반응층을 형성 시켰다

이와 같이 제작된 개의 압출봉 및 개의 분말 시편은 내의 

및 를 사용하여 차례에 걸쳐 회절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시편 준비 

가 코팅 분말 제조

핵연료 분말 과 분말을 의 비율로 섞어서 과 함께 시

간 동안 후 을 걸러낸다 걸러진 혼합 분말을 도가니에 담아 진공상태

의 퀜칭로에서 의 고온으로 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의 확산에 의한 

코팅층을 형성 시킨 후 분말만 걸러내면 실리사읻 코팅층이 형성된 핵연료 분말만 남

게 된다 또한 핵연료 분말을 원통형의 도가니에 담은 후 회전 열처리로에 장입 하여

일정 시간동안 진공 상태 를 유지한다 진공 상태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 열처

리로를 회전 시키면서 까지 승온 후 가스 유동량을 으로 하여 

분말은 시간 분말은 시간 동안 유지시켜 주면 가스 확산에 의한 나이트

라이드 코팅층이 분말 표면에 형성된다

나 압출 및 열처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핵연료 분말 및 코팅 분말을 및 분말을 

기지로 하여 에서 열간 압연 후 진공로에서 의 고온으로 시간 동안 열처리 

하여 반응층을 형성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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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고에너지 분석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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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직 관찰

각 핵연료 분말 및 코팅 분말로 제조된 압출봉은 열처리 후 주사전자현미경

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관찰 하였다

가

그림 은 원심 분무 분말 제조법으로 제조된 핵연료 분말을 및 

분말을 기지로 하여 압출한 시편 과 압출 후 에서 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편 의 관찰 결과이다 종류의 시편 모두 열처리 전에는 

보이지 않던 반응층이 열처리 한 후 분말 표면에 불규칙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기지내에 함량이 까지는 형성되는 반응층의 

양도 점점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러나 함유된 시편 에서는 열

처리 후 핵연료 분말 표면에 형성된 반응층이 한 지점에 집중되어 형성되지 않고 전

체적으로 고르게 얇은 층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는 것이 관찰된다 이는 기지내에 첨

가된 함량이 이상이 되면 반응층의 부피 분율이 집중적으로 한 지점에 높

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분산 핵연료의 팽윤량을 전체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

그림 는 원심 분무 분말 제조법으로 제조된 핵연료 분말을

및 분말을 기지로 하여 압출한 시편 과 압출 후 에서 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편 의 관찰 결과 이다 앞서 관찰한 가 첨가되지 않은 

핵연료 분말의 열처리 전 후 시편과 같이 열처리 전에는 관찰되지 않던 반응층이 열

처리 후 분말 표면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나 핵연료 분말 시편의 경우 기지

내에 함량이 증가 할수록 반응층의 두께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

는 의 첨가로 인하여 오히려 반응층 형성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 졌음을 나타낸다

다 실리사이드 코팅 분말 압출

원심 분무법으로 제조된 및 분말 표면에 실리사이드 코팅층을 

형성시킨 후 압출하여 열처리한 시편의 관찰 결과는 그림 같다 분

말 표면에 형성된 코팅층 은 약 로 약 의 코팅층이 형성된 

분말에 비하여 그 두께가 얇은 것을 관찰 할수 있다 또한 실리사이드 코

팅층은 다시 여러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관찰되며 이는 확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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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조성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열처리한 시편 와 에서는 두 시편 

모두 코팅층이 비교적 고르고 두껍게 형성된 곳에서는 반응층이 형성되지 않은 것

이 관찰되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반응층 사이로 핵연료 분말과 기지 사이의 반

응이 일어나 형성된 반응층을 관찰 할 수 있다 이 첨가된 핵연료 분말은 코팅층

이 두껍게 잘 형성되어 있어서 반응층의 형성이 적게 관찰되었으나 분말의 표

면에 형성된 코팅층은 그에 비해 두께도 얇고 고르지 못하여 많은 양의 반응층이 

형성된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라 나이트라이드 코팅 분말 압출

그림 는 원심 분무법으로 제조된 및 분말 표면에 나이트라

이드 코팅층을 형성시킨 후 분말을 기지로 하여 압출 후 열처리 후 시

편의 관찰 결과이다 핵연료 분말 표면에 형성된 나이트라이드 코팅층

의 두께는 약 로 관찰 되었으며 분말 표면에 형성된 나이트

라이드 코팅층 의 두께는 약 로 관찰 되었다 나이트라이드 코팅층 역

시 가 첨가된 핵연료 분말에서 더 빠른 속도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이트

라이드 코팅 후 열처리 한 핵연료 분말 압출 시편 에서는 표면에 형성된 

나이트라이드 코팅층의 반응층 형성 억제 작용을 하여 핵연료 분말과 기지 사이에 

반응층이 형성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가 첨가된 시편 에서는 더 두

꺼운 코팅층이 형성되었음에도 기지와의 반응층이 형성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핵연료 분말 표면에 형성된 코팅층에 비하여 표면에 형성된 코

팅층은 빠른 속도로 깊숙한 곳까지 침투함으로 인하여 코팅층의 상태가 불안정하

고 반응층 형성을 억제 시킬 수 있는 상들의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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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관찰이미지 열처리 전 열처리 

전 열처리 전 열처리 전 열처리 

후 열처리 후 열처리 후 열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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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관찰이미지 열처리 전 열

처리 전 열처리 전 열처리 전

열처리 후 열처리 후 열처

리 후 열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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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팅된 분말의 압출 후 열처리한 시편의 

관찰 이미지 열처리 전 열처리 후

열처리 전 열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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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팅된 분말의 압출 후 열처리한 시편의 

관찰 이미지 열처리 전 열처리 후

열처리 전 열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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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및 분석

프랑스 에 위치한 는 유럽

의 여 국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최신의 고성능 및 고 분해능을 가진 

실험 시설로 결정학 지구과학 재료과학 및 생명공학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지원 

시설이며 연간 만 유로의 예산이 편성된 고비용의 시설이다 본 과제에서는 

내에 있는 및 장비를 사용하여 각 시편들

의 회절 실험을 실시하였고 실험 결과 얻어진 데이터를 법을 응용하여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응층 및 코팅층내에 형성된 각 상들을 분석하였다

가

는 에너지에 따라 두 가지 타입의 를 갖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는 를 측정하기 전 시편의 상태 및 분석할 영

역의 선택 상 분석을 위한 자료 준비를 위하여 실행하는 예비 실험적 성격을 띄고 

있다 우선 의 낮은 에너지에서는 의 로 하며

의 보다 높은 에너지에서는 의 로 하여 회절 도형 이미

지를 결과로 만들어 낸다

실리사이드 코팅된 분말

실리사이드 코팅된 핵연료 분말을 장비로 회절 실험한 결과 그

림 와 같은 링 형식의 회절 무늬가 나타난다 회절 무늬를 분석이 가능한 회

절 패턴의 형식으로 변환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환하여 프

로그램으로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데이터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미리 예측되는 상들의 격자상수를 입력하여 만든 파일로 계산

한 값은 검은색 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의 녹색으로 표시된 짧은 선은 각 화합물

들의 에 해당하는 위치를 나타내며 파랑색 선은 실험값에서 계산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이다 계산 결과 의 화합물이 핵연

료 분말 및 코팅층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다른 상들이 존재 할 것으로 판단

된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분석은 정확한 상 분석을 위한 실험

이 아니라 분석 영역과 분석할 상들을 판별하는 예비 실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파란색 선이 나타내는 것과 같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난다 좀 더 정확한 

상 분석은 회절 실험을 통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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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사이드 코팅 열처리 핵연료 

그림 는 코팅된 핵연료 분말을 기지를 사용하여 압

출한 후 열처리한 시편의 회절 실험 결과로 얻어진 회절 무늬 

와 이 결과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 계산하여 분석한 결과 이다 에

서 보는 것과 같이 앞선 데이터 그림 의 코팅 분말에서 분석된 화합물 

이외에도 등의 화합

물들이 분석 결과로 정제되어 나타났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면 열처리한 시편에서 

추가로 정제된 상들은 핵연료 분말과 기지 사이의 화학 반응에 의해 형성된 반응

층을 이루고 있는 화합물들로 추측되어 진다 이 결과 또한 파란색 선이 나타내고 있

는 실험값과 계산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 역시 정확한 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아직 몇 개의 화합물들이 추가 되지 않아 이와 같은 편차를 보이는 것이다

나이트라이드 코팅된 분말

나이트라이드 코팅된 분말의 분석 결과는 실리사이드 코팅된 

분말의 결과와 비교하여 각 에 대응하는 회절 가 단순하게 

나타난다 분석 결과 α 의 화합물들이 핵연

료 분말과 코팅층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나이트라이드 코팅된 분말의 압출 및 열처리

나이트라이드 코팅된 핵연료 분말을 에서 압출 후 에서 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편의 회절 실험 결과는 그림 의 와 같다

는 결과를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나온 실험값과 계산값 그리고 

및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의 결과에서 분석되었던 

화합물 이외에도 화합물이 추가적으로 정제되었다

이 화합물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화합물로 다음 단계인 

회절 실험을 통해 정확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나이트라이드 코팅 시편의 경우 

실리사이드 코팅 시편과는 다르게 반응층에 의해 형성된 상들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나이트라이드 코팅한 핵연료 분말로 만들어진 분산 핵연료는 

실리사이드 코팅된 핵연료 분말로 만들어진 분산 핵연료에 비해 반응층 형성 억제 효

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앞으로의 핵연료 기술 개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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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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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편 홀더 및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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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팅된 핵연료 분말의 실험 결과 와 그에 대

응하는 분석 결과 



- 264 -

그림 실리사이드 코팅된 핵연료 분말을 을 기지로 하여 압출 후 

에서 시간 동안 압출한 시편의 실험 결과 와 그에 대응하는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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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나이트라이드 코팅된 핵연료 분말의 실험 결과 

와 그에 대응하는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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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나이트라이드 코팅된 핵연료 분말을 을 기지로 하여 압출 후 

에서 시간 동안 압출한 시편의 실험 결과 와 그에 대응하

는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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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앞서 수행했던 회절 실험이 보다 정확한 상 분석을 위한 준비 

단계적인 성격을 가진 실험이라면 회절 실험은 실질적으로 분석

하고자 하는 영역의 정확한 상 분석을 수행하는 실험이다 의 높은 에너지로 

시편을 투과시켜 나온 회절 무늬는 회절 실험 결과보다 높은 분해

능을 갖으며 이 결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는 법을 응용하여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성 분석은 물론이고 정량 분석까지 가능하다

그림 는 원심 분무법으로 제조된 핵연료 분말을 및 

을 기지로 하여 에서 압출한 후 에서 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편을 

로 회절 실험 한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

다 까지의 그림만 놓고 보면 종류의 시편의 분석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는 순수 만을 기지로 하는 압출 시편

으로 α 와 같은 화합물들

에 의한 회절 피크가 관찰된다 이 중에서 핵연료 분말을 이루는 

α 와 기지를 이루고 있는 을 제외한 나머지 화합물 

는 핵연료 분말과 기지가 반응하여 형성된 화합물들로 반응층을 이루고 있는 

상들로 해석된다 및 의 분석 결과에서는 에서 정제된 상들 이외에도 

과 같은 상들이 관찰된다 이는 기지 내에 첨가한 의 영향에 의

한 것으로 기지내의 를 제외한 화합물 또한 의 반응층을 구성하고 

있는 화합물들 중 하나로 해석된다

에 를 첨가하여 반응층 형성을 억제 시키려고 만든 원계 핵연료 합

금인 핵연료 분말은 서로 다른 조성을 갖는 기지를 사용하여 압출을 거쳐 

열처리를 함으로써 그 효과를 알아 볼 수 있었다 그림 은 그 결과로 그림 

와 비교하여 회절 피크의 위치나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핵연료 분말과 분말 표면의 반응층 기지를 이루

고 있는 화합물 또한 앞서 실험한 와 같았다 미량 첨가한 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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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사이드 코팅된 핵연료 분말 압출 봉

와 핵연료 분말 표면에 형성된 실리사이드 코팅층은 열처리에 

의해 형성되는 핵연료 분말과 기지 사이의 반응층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두 시편을 회절 실험을 거쳐 프

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와 같다 와 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시편의 회절 피크의 ɵ 값과 강도에서는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

한 두 압출 시편을 이루고 있는 화합물의 조성도 

α 으로 모두 같다 물론 아직 정확한 정제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미량의 의 첨가로 인한 새로운 화합물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실리사이드 코팅층을 이루며 반응층 형성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던 

와 같은 화합물들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반응층을 이루고 있는 

과 같은 화합물들이 분석 결과 나타났다 보다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알 수 있겠지만 이는 결국 코팅층에 의한 반응층 형성 억

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나이트라이드 코팅된 핵연료 분말 압출 봉

그림 는 핵연료 분말 표면에 나이트라이드 코팅 후 압출하여 열처리한 시편

의 분석 결과이다 는 핵연료 합금 분말 표면에 나이트라이드 코

팅하여 압출 후 열처리한 시편으로 α

과 같은 화합물들이 이루는 피크가 분석 결과 나

타난다 앞의 기지 내에 을 첨가한 시편이나 실리사이드 코팅층을 형성 시킨 시편

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화합물에 의한 피크가 분석되었으며 또한 

코팅층을 이루고 있는 과 같은 화합물에 의한 피크도 분석 결과 나타났다

또한 비록 미량이지만 의 첨가로 인한 피크 강도의 변화가 의 ɵ 영역에서 관

찰된다 이는 에 의해 그 영역에 해당하는 값을 갖는 화합물들의 

피크의 강도가 커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핵연료 분말에 첨가된 미량의 는 혼자

서 반응층 형성 억제 효과를 갖지는 못하지만 나이트라이드 코팅층 형성에 일정 부

분 기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과 같은 화합물 형성에

도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결국 의 첨가는 코팅층이나 반응층을 이루는 

화합물의 형성에 모두 작용하여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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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 분말 압출봉을 열처리한 시편의 실험 

후 분석 결과 기지 기지 기지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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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 분말 압출봉을 열처리한 시편의 

실험 후 분석 결과 기지 기지 기지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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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팅된 핵연료 분말 압출 시편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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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나이트라이드 코팅된 핵연료 분말 압출 시편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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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핵연료 분말 내에 미량 첨가된 의 반응층 억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이는 노외 시험의 결과이며 노내 조사시험을 통해 등 제 의 합금

원소의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지 내에 첨가한 는 이상 첨가 

하였을 때 형성되는 반응층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이 관찰된다 및 

분말 표면에 형성된 실리사이드 코팅층은 기지와의 반응층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미약하다 그러나 나이트라이드 코팅층은 반응층 형성 억제에 있

어서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된다 가 첨가된 모든 시편에서 반응층 

및 코팅층이 더 빠르고 두껍게 형성되는 것이 관찰된다

회절 실험의 결과는 표 과 같다 회절 

실험은 회절 실험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로 실험에 필요한 시편

의 상태 및 영역을 선택하고 분석할 상들을 미리 결정하는 실험이다 회절 실험 결

과 표와 같은 화합물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분석되었으며 이와 같은 화

합물들은 다음 단계인 회절 실험에 기초가 된다

회절 실험은 분석하고자 하는 시편의 정확한 정성 분석 뿐

만 아니라 정량 분석에도 사용되는 매우 고성능 및 고분해능 회절 실험 장치이다

회절 실험의 결과는 표 와 같다 분석 결과 반응층을 이루는 

화합물들은 과 같다 실리사이드 코팅층을 이루는 화합

물은 만이 정제 되었으며 실리사이드 코팅에 의한 반응층 형성 억제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이트라이드 코팅층을 이루는 화합물은 분석 결과 

로 해석되며 나이트라이드 코팅에 의한 반응층 형성 억제 효과는 매우 뛰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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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회절 실험의 결과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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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회절 실험의 결과

α

α

α

α

α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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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을 이용한 외국의 실용화 조사시험결과 추적

가 원심분무 분말을 이용한 유럽 조사시험 결과

유럽에서는 의 원심분무 분말을 이용하여 

의 판형 분산핵연료에 대한 조사시험 프로그램 를 진행하였다

에서는 기지내에 의 을 첨가하여 합금인 아닌 혼합 

기지를 이용해 개의 연료판을 사용하였다 평균 연소도는 

이며 최대 연소도는 였다 핵연료 판은 안정적인 조사 거동을 보이다

가 약 의 연소도에서 갑작스럽게 핵연료 판에 과도한 팽윤으로 인

한 이 발생하여 중단하였다 판형 핵연료의 경우 봉상 핵연료에 비해 피복

재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핵연료 심재에 발생하는 기공으로 인한 팽윤에 취약한 단

점이 있다 조사 후 개의 판재 두께 측정 결과를 보면 모두 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서는 함량을 로 증가시켜 로 

조사시험 하였다 해당 조사시험에서는 의 합금 기지와 혼합 기지를 모두 사용

하여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기 조사 중 핵연료 판이 조사 캡슐 내에서 

빠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조사를 중단하고 원인을 분석 중에 있다

조사시험 결과와 조사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

그램에 착수하였다 은 

의 약자로 핵연료 분말표면에 코팅을 적용하여 핵연료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벨기에 에서 주도하며 주로 와 를 코팅 물

질로 사용하여 방법으로 시행한다 코팅 된 분말을 이

용하여 제조한 판형 핵연료에 대해 연구로에서 핵연료판 평균 연소도 

최대 연소도 의 목표로 년 월 일 부터 년 월 

까지 주기에 걸쳐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사후 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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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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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위 단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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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 판의 조사 후 판재 두께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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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소도에 따른 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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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소별 정량 분석



- 282 -

그림 조사 중 핵연료판 변형 및 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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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팅 핵연료 판 노외 열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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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팅 핵연료 판 노외 열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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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팅 핵연료 판 조사후 표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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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팅 핵연료 판 조사후 표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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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팅 핵연료 판 조사후 두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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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조사시험 결과

미국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산 핵연료와 핵연

료에 대한 조사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까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약 이 에서 핵연료 가장자리에 기공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평균 연소도 보다 높은 값으로 이 연소도 이하

에서 핵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결과

는 단계 과제종료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에서 를 사용하여 와 의 우라늄 밀도를 갖는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진행하였다 최종 연소도는 로 

환산하였을 경우 약 까지 조사되었다 에서도 기존의 결과에

서와 같이 핵연료 분말 가장자리에서 기공이 발생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이

후의 조사시험은 대부분 핵연료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핵연

료 판과 피복재의 반응 억제를 위해 적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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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 따른 핵연료의 팽윤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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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조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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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후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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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후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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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 하였고 그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고온 고출력 노내 조사 시험 봉상 핵연료에 대한 연소 

성능 평가 완료

종의 조사 시험 핵연료에 대한 연소 성능 평가 완료

최대 연소된 분산핵연료 형성 

핵연료 및 합금원소 첨가된 핵연료에 대한 조사

후시험 및 평가

산화층 두께 측정 팽윤량 측정 연소도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반응 층 

두께분포 반응층 분율 측정 분석을 통한 반응 층내  성분 변화 분석 등 

다양한 종류의 연소 성능 자료 생산 및 분석

분산 핵연료 실용화를 위한 연소 성능 검증 완료

합금기지에 이상 첨가 시 반응층 형성 획기적으로 저감 반응층 분율

와 비교 팽윤량 이상 저감

및 제 합금 원소의 반응층 성장 억제 기구 세계 최초 규명

이 반응층 기지의 경계에 정도 소량 분포하면서 조사중 기지로부

터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을 규명

형성 핵연료는 연소도에서도 반응층 성장이 거의 

없음을 확인

합금원소 첨가 시 반응층 생성 저감 및 낮은 팽윤 거동 나타냄

봉상핵연료 조사성능 예측 개발

핵연료의 조사 중 반응층 성장 개발 및 온도예측 수립

평가

상기 연구결과를 논문 편 게재 국제학술대회에 편 국내 학술대회에 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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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조사시험 핵연료 종류 에 대한 조사 후 시험 및 분석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고 반응층 성장을 억제하는 의 역할을 규명하여 목표를 충분히 달

성하였다

실크기 실용화 조사 핵연료 제조 및 조사시험 완료

실크기 핵연료 봉을 포함한 종의 조사 시험용 핵연료 봉 설계 및 

제조 완료

하나로 핵연료 적용하여 또는 

또는 또는 그리고 

또는 봉형 분산 핵연료 설계 및 제조

핵연료보다 분말 분산도가 개선되고 이내 표면 결함

이내 이 없는 조사핵연료 봉 제조

종류의 핵연료에 대한 미세조직 밀도 장입량 성분 분석 등 특성시험 완

료

조사 시험 핵연료에 대한 노심안정성 분석 완료

로 계산한 최대 선출력은 실크기 핵연료봉의 경우 이었으며

축소봉의 경우 을 나타냄

최대 선출력은 의 불확실도 를 고려하여 적용하였고 열적 여유

도 평가 결과 제한치를 모두 만족하여 조사시험의 노심안정성 확보 

봉상핵연료 조사성능 예측 수립

핵연료봉의 연소도에 따른 온도 팽윤 반응층 두께 산화물 두께 계산 가능

조사시험 착수 및 완료

조사공에서 년 월 일 주기 에 시험 착수하여 년 

월 일 주기 까지 안정적으로 조사시험 완료함

순조사일수 일 동안 실크기 핵연료봉 평균 연소도 국

부 최대 연소도 으로 목표 연소도 이상까지 조사하였

으며 핵연료봉 건전성 확인 결과 표면 및 외부결함 없음

실크기 핵연료봉을 포함한 핵연료봉의 연소 성능 평가 완료

최대 연소된 실크기 또는 분산 

핵연료봉에 대한 조사후 시험 및 평가 완료

제 의 합금원소 첨가로 이상의 고연소도에서도 이하의 팽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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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나타냄

핵연료 분말에 적용한 와 코팅의 반응층 형성 억제 기구가 상이

함을 규명하여 코팅 적용 핵연료 분말의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 

상기 연구결과를 국제학술대회에 편 발표

실크기 핵연료 봉을 포함한 종의 조사 시험용 핵연료 봉 및 집합체

를 제조하여 에서 성공적으로 조사시험에 착수하였으며 목표 연소도 

이상까지 안정적으로 조사시험을 완료한 후 조사 후 시험 및 분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하나로 노심 전환을 위한 실크기 핵연료봉 조사거동 자료 및 코팅 적

용 핵연료봉의 반응층 형성 억제 기구를 규명하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

분말 표면 처리 기술 개발 및 분산 핵연료 노외 특성 평가 완료

코팅 원심분무 표면처리 기술 개발

및 확산 열처리법을 적용한 이하 균일한 두께의 코팅 

원심분무 분말 제조 고유 기술 개발

노외 열처리 실험을 통해 분산 핵연료가 기지 분

산 핵연료에 비해 반응층 두께가 크게 감소함을 확인

관련 원천 기술을 국내 특허 등록함 등록번호 

코팅 원심분무 표면처리 기술 개발

기체 반응법을 이용한 신개념 질화물 코팅 방법을 개발하여 핵연료 종류별 열처

리 시간에 따른 최적 코팅층 두께 조건 수립

분말 시간 열처리 질소가스 조건에서 두께의 질화

물 코팅층 형성

분말 시간 열처리 분 열처리를 통해 두께

별 질화물 코팅층 공정 조건 수립

노외 열처리 실험결과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

상기 연구결과를 국내 특허 등록 등록번호 국제학술대회 편 국내 

학술대회에 편 발표

핵연료 압출봉 제작 후 코팅층 건전성 여부 확인

코팅된 압출 핵연료봉과 

코팅된 압출 핵연료봉을 제조하여 미세조직 

관찰 및 노외 열처리 시험을 시행하여 코팅층의 건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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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표면처리 특성평가 국제 공동연구 수행

프랑스 와 고에너지 를 이용한 코팅 분말 및 핵연료 봉 

결정 분석 연구 공동수행

독일 뮌헨공대와 코팅 핵연료봉 중이온 조사시험 공동연구 수행 

안정적인 코팅층을 가지는 원심분무 분말 제조 및 에서 개발한 

신개념 질화물 코팅 방법을 이용하여 핵연료 종류별 열처리 시간에 따른 최적 

코팅층 두께 조건 확립 및 노외 열처리 안전성 평가 완료하여 목표를 충분히 달

성하였다

판형 분산핵연료에 원심분무 분말 공급 및 수출 기반 구축

아르헨티나 프랑스 및 미국 연구소에 원심 분무 분말 

수출 및 공급하여 원심분무 핵연료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세계시장 선점의 발판 

마련

분말 종류 수량 금액 국가 용도

아르헨티나
핵연료 제조공정 

최적화

아르헨티나

무상 제공 미국 코팅 특성 시험

프랑스 노외 시험

합계

미국 산하 핵안보국에서 핵안보와 핵연료기술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

여 연구 책임자에게 감사패 수여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원심분무 분말을 이용한 개국 한국 미

국 프랑스 벨기에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착수함 

개국 공동사업 협의에 따라 원심분무 분말 을 제조하여 미국에 제

공 프랑스에서 핵연료 제조 후 프랑스 및 벨기에 연구로에서 검증 예정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의 국제적 핵비확산 기여 노력 및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음

핵연료 상용화 시 세계 연구로 핵연료 주요 공급국으로 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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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구소에 원심 분무 분말 수출하였고 해외에서는 공급된 분말을 이

용하여 핵연료 검증시험 진행 중이며 개국 공동사업으로 한국의 기술을 

인증 받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므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핵연료 기술은 봉상의 연구로용 핵연료 뿐 아니라 판형 연구로 핵연료 중소

형 발전로 용 핵연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원심분무 분말 제조 기술 및 분말 표면 

처리 기술은 미래 고속로용 금속핵연료 분말 제조에 활용될 수 있다 고온 고출력 

환경에서의 조사 시험 기술은 관련 핵연료 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개발된 평

가 기술 및 는 핵연료 설계 및 안전성 해석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서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다른 핵연료 관련 에 부족

한 점을 보완 할 수 있으므로 핵연료 설계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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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조사시험을 포함한 차세대 연구로핵연료 연구개발 결과는 

가까운 장래에 하나로 노심을 에서 핵연료로 전환을 위한 실증시

험 자료에 활용 

현재 하나로에서 사용 중인 분산핵연료 보다 우라늄 밀도가 높은 분

산핵연료를 사용하여 구동 핵연료 개의 을 조사공으로 사용 가능

하나로 노심전환 시 핵연료의 인허가를 대비한 문서 작성에 필요

한 시험자료로 활용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는 금속핵연료로서 액체금속로 및 중소형 원자로의 핵연료

와 유사한 기술이므로 이러한 핵연료 개발에 활용

사용후 핵연료량을 최소화하기 시키는데 본 우라늄 고밀도 핵연료 기술이 활용

상용화 예정인 핵연료의 수출기반 구축 

년 운전 목표로 건설 중인 기장 연구로에 적용되는 판형핵연료 핵연료 크

기 심재크기 개발 및 에 본 연구에

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

년 핵연료 실용화 시 노심전환 예상되는 벨기에 프랑스 및 

호주 연구로는 출력조건이 최대 로 매우 높고 온도가 높아  본 연구에

서 수행된 원심분무 핵연료의 고온 고출력 조사시험 결과는 외국의 고성능 연

구로 핵연료 개발 시 중요한 로 활용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고온 고출력 적용 가능한 원심분무 핵연료 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연구로에 원심분무 분말을 사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원심분무 

분말 수출 및 기술 이전을 통한 외화 획득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연구로 수출을 대비 세계적 선도 기술인 연구로 핵연료 기술

을 접목하여 연구로 수출 경쟁력 제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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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논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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