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RR-4194/2016 2013M2A8A2000676

보안과제( ), 일반과제( ○ ) / 공개( ○ ), 비공개( )

핵연료주기

Nuclear Fuel Cycle

재순환 금속연료 기술개발
Recycling Metal Fuel Technology Development

한국원자력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 1 -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재순환 금속연료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주 관 연 구 기 관 명

주 관 연 구 책 임 자

연 구 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정용

고영모, 국승우, 김기환, 

김동진, 김봉구, 김성호,

김영민, 김윤회, 김종환,

김준형, 김준환, 류우석, 

류이슬, 박상규, 박성찬,

송  훈, 신상훈, 엄성호,

오석진, 우윤명, 이병운,

이정원, 이찬복, 정경채,

조문성, 주형국, 하성준,

홍기원

 

 





- 3 -

보고서 요약서

과 제 고 유 번 호 2013M2A8A2000676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15.03.01. ~ 
2017. 02. 28.

단계구분 2/2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세부 과제 명 핵연료주기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세부 과제 명 재순환 금속연료 기술개발

연 구 책 임 자 박정용

해 당 단 계

참 여

연 구 원 수

총 19.2명
해 당 단 계
연 구 비

정부 3,400,000 천원

내부 19.2명 기업  천원

외부 0명 계 3,400,000 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 구 원 수

총 28.0명

총 연구비

정부 5,300,000 천원

내부 28.0명 기업  천원

외부 0명 계 5,300,000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차세대핵연료기술개발부 참 여 기 업 명

국 제 공 동 연 구 상대국명 : 상대국 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책임자 : 임태홍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 고 서  면 수 475p.

재순환 금속연료 기술은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처리하여 회수한 TRU 물질을 고속로 핵연료로 사

용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파이로와 고속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기술인 재순환 금

속연료 기술은 사용후핵연료 안의 고독성 장반감기 물질의 소멸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순환 핵연

료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금속연료심 첨단제조기술개발, 재순환 금속연료심 원격제조 

장치 설계, 재순환 금속연료 성능 평가, 배리어 피복관 제조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희토

류 고함량 연료심의 특성을 시험평가하고 휘발방지 연료심의 주조방법을 개발하였으며, 금속연료 원격

제조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료심 원격제조장치를 상세설계하고, 원격취급성과 유지보수성을 평가하였다. 

안전성 및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비수냉 유도코일 가열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하였다.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의 노내특성을 예비평가

하였고,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에 대한 과도상태 핫셀 모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배리어 피복관에 대한 

ATR 조사시험을 착수하였다. 배리어 피복관 제조기술 개발을 위하여 코팅 피복관 및 라이너 피복관 

예비시제품(라이너 두께 100㎛) 제조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과제의 연구성과들은 향후 파이로-고

속로 재순환 핵연료주기 완성을 위한 핵심기술로 활용될 예정이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글 소듐냉각고속로, 재순환 금속연료, 조사시험, 배리어 피복관, 제조기술

영어
Sodium-cooled Fast Reactor, Recycling Metal Fuel, Irradiation Test, 
Barrier Cladding Tube, Fabr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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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재순환 금속연료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재순환 금속연료 기술은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처리하여 회수한 TRU 물질을 고속로 핵연

료로 사용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파이로와 고속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기술인 재순환 금속연료 기술은 사용후핵연료 안의 고독성 장반감기 물질의 소멸처리를 가능

하게 함으로써 재순환핵연료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현재 한미핵주기공도연구를 통하여 재순

환핵연료의 기술성, 핵비확산수용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

다. 또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추진 전략(안)에 의하면 25년 재순환 금속연료의 

실증 시설을 구축하고 소듐냉각고속로(PGSFR)에 장전될 핵연료를 공급하는 장기계획이 수립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장기 추진전략에 부합하기 

위하여 재순환 금속연료 기술 개발은 매우 중요하며, 국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본 과제는 재순환 금속연료에 대한 기술적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하

기 위하여 금속연료심 제조 핵심기술, 방사성 물질 취급을 위한 원격제조 장치 설계, 노내성능 

평가, 배리어 피복관 기반 기술 개발을 진행하여, 한미핵주기공동연구와 상호보완적으로 재순

환핵연료의 기술적 타당성 평가를 위한 핵심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에서는 금속연료심 첨단제조기술개발, 재순환 금속연료심 원격제조 장치 설계, 재순

환 금속연료 성능 평가, 배리어 피복관 제조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1단계('13 ~ 

'14)에서는 금속연료심 첨단제조기술 개발을 위하여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의 특성을 시험, 평

가하고 휘발방지 연료심의 주조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입자형 금속연료의 제조성을 평가한 후 

그 물성을 평가하였다. 금속연료심 원격제조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료심 제조방법의 원격성을 

평가하고, 연료심 원격제조장치를 상세설계하고, 원격취급성과 유지보수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핫셀에 설치된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핵심부품인 비수냉 유도코일에 대한 가열시험을 수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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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2단계('15 ~ '16)에서는 재순환 금속연료심 제조기술개발, 금속연료심 원격제조기술 개발,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 성능평가 및 ATR 조사시험, 그리고 배리어 피복관 제조기술 개발을 수

행하였다. 재순환 금속연료심 제조기술개발을 위하여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공정 변수개

발 및 주조기술개발, 휘발방지 연료심 제조공정변수 개발 및 주조기술개발, 희토류 고함량 용

해주조 부품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금속연료심 원격제조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료심 원격

제조시스템 설계 개량 및 상세설계,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모의 성능평가, 그리고 금속연료심 

제조 스크랩 재활용 개념 도출을 수행하였다.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 성능평가 및 ATR 조사시

험을 위하여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 특성 평가,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 과도상태 핫셀 모사시험, 

재순환 금속연료 희토류 거동 모델, 그리고 배리어 피복관 ATR 조사시험 착수를 수행하였다. 

배리어 피복관 제조기술 개발을 위하여 코팅 피복관 시제품 제조 및 성능평가, 그리고 라이너 

피복관 예비시제품 (라이너 두께 100㎛) 제조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1. 금속연료심 첨단제조기술 시험평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하여 특허출원한 기술인 개량사출주조법 및 중력주조법으로 희토

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시험을 수행하여, U-10Zr-10RE 연료심( 5x300mm)을 건전하게 주

조하는데 성공하였다. 제조된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의 RE 함량, 희토류 석출물 분포상태, 주

조결함 및 합금조성의 상태를 나타내는 밀도는 매우 균일하였고, 연료손실율도 매우 낮게 

(~0.2%) 나타났다. 개량사출주조기술 개발을 통해 휘발방지가 가능하고 우수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주조기술의 개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입자연료 신기술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소결체 제조시험을 수행하였고, 압분공정이 불필요한 소결체 제조조건을 개발하여 

입자연료의 소결체 제조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2.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 설계

휘발방지가 가능하며 우수한 품질을 가지는 연료심 개량사출 주조 신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원격 주조장치를 설계하고 원격성을 평가하였다.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원격 취급성 및 

유지보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성 모듈을 세분화하고, 3차원 모델링 방법으로 설계를 개선하여 

원격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안전성 및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비수냉 유도코일 가열 방법의 타

당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하였다. 



- 7 -

3. 재순환 금속연료심 제조기술 개발

개량사출주조 장치의 주조용량을 증대하고 도가니, 흑연단열재, 주형홀드, 주형집합체 이송 

실린더, 주형 예열장치 등을 설계하였다. 개조된 장치를 이용한 개량사출주조법으로 제조공정

변수를 제어하여 배치당 약 2.5kg 용량으로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13개를 동시에 제조하는데 

성공하였다. 고함량 희토류 연료심 특성시험 결과, 부위별 밀도편차는 ±0.3g/cm3 이내로 균

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RE 함량도 균일하게 분포하며, 연료손실율 평가에서도 손실율이 약 

1%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TRU 핵연료에 함유된 Am의 높은 증기압에 의한 주조중 휘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m 대체물질인 Sm, Mn을 활용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주조 중 휘

발방지가 가능한 가압압력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흑연도가니와 용탕과의 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온 세라믹 플라즈마코팅 방법으로 Y2O3 및 TaC를 흑연도가니에 코팅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4. 금속연료심 원격제조 기술 개발 

연료심 원격제조 시스템의 장치 개념을 정립하고 설계를 구체화하였다. 공학규모 금속연료

심 제조장치 부대설비의 원격 취급성 및 유지보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구성 모듈을 세분화하였

으며, 3차원으로 모델링하여 설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U-10Zr 및 U-10Zr-RE 연료심 heel 

스크랩을 질산용액으로 세척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여 방사성폐기물인 금속연료심 스크랩의 재

활용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스크랩 방사성폐기물 감소 및 연료심 수율 증대를 위한 

재활용 개념을 도출하였다.

5.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 성능 평가 및 ATR 조사시험

희토류 금속연료 거동 특성 평가를 위하여 제조성, 물성, 노외상호반응시험 결과, EBR-II 

등의 국외 조사시험 및 국내 하나로 조사시험 자료 등 희토류 영향 평가를 위한 제반 자료를 

평가하였다. EBR-II DB를 활용하여, U-Zr 연료에 적용된 희토류 침투율 모델에 대하여 

EBR-II 조사이력을 활용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과도상태 핫셀 모사시험을 위해 진공 

상태를 유지하여 연료의 산화를 방지하는 가열로 튜브를 설계 제작한 후, 핫셀에 설치하였다. 

또한, 금속연료 주요 현안 중의 하나인 희토류 침투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순환 금속연료에 

포함되는 희토류 함량별로 침투율을 평가할 수 있는 예비 모델을 설정하였다. Cr 배리어를 포

함한 피복관의 ATR 조사시험 (AFC-4C)을 2016년 2월 착수하였고, 2016년 11월 현재, 최대 

선출력은 290 ~ 324 W/cm, 최대 연소도는 1.1at%로 평가되었다.



- 8 -

6. 배리어 피복관 제조기술 개발

전해도금 방법을 이용하여 길이 150 mm, 7.4 mm 및 5.8 mm 외경의 HT9 피복관 내면에 

20 ㎛ 두께의 Cr 층을 도금하였다. 연료심-피복관 상호반응 (FCCI) 모사 노외 확산쌍 시험 

결과, Cr 도금층은 FCCI를 방지하는 성능을 보였다. 시제품 제조를 위하여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고온 습식 분위기에서 산화막 생성 연구를 수행한 결과, 약 1 μm 두께의 Fe-Cr-O 

계 산화막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이너용 튜브(Zircaloy-4)에 대한 기계적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라이너용 튜브의 가공성을 평가하였다. 박형 라이너 및 모관을 조립, 인발한 결과 

100 ㎛의 공칭 두께를 갖는 내면 Zry-4 라이닝 피복관 예비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주조기술 및 휘발방지 연료심 주조기술은 향후 SFR 파이로 재순환 

핵연료주기 완성에 필수적인 재순환 금속연료 제조기술 개발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금속연

료심 원격제조기술은 2028년 가동예정인 소듐냉각고속로 원형로에 핵연료 공급을 위한 금속

연료심 원격제조공정 개발 및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설계에 활용될 계획이다. 금속연료 주요 

현안 중의 하나인 희토류 침투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희토류 영향 평가 예비 모델은 지

속적으로 검증이 수행될 예정이며, 파이로 연계 재순환연료의 희토류 함량 제한치 및 연료봉 

건전성 영향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ATR 조사시험 자료, 금속연료 노외 상호반응 시험 및 

핫셀 고온 모사시험의 결과는 TRU 핵연료 DB 구축, 금속연료 성능분석코드 개발 및 TRU 

금속연료 설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연료심/피복재 상호반응 방지를 위해 개발된 배리어의 

ATR 조사시험 결과는 배리어 노내 성능 및 타당성을 평가한 후, 2018년에 계획된 한미공동

연구 ATR 조사시험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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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Project Title

Recycling Metal Fuel Technology Development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recycling metal fuel technology aims to develop core technologies for using 

the recovered TRU as a fuel at fast reactor by Pyro processing from spent 

nuclear fuel. Recycled metal fuel technology, a "linkage" technology that links 

Pyro and the fast reactor, can complete the recycling fuel cycle by enabling the 

extinction of highly toxic long-half-life materials in spent fuel. Currently, a series 

of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to evaluate the technological feasibility, 

nuclear nonproliferation accepta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of recycled 

nuclear fuel through Joint Fuel Cycle Studies (JFC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Future Nuclear System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Strategy 

(draft), a long-term plan has been established to perform a demonstration facility 

of recycling metal fuels for 25 years and to supply fuel to be loaded into the 

Prototype Generation IV Sodium cooled Fast Reactor (PGSFR). In order to meet 

the government's long-term strategy for solving the problem of spent fuel 

management, development of recycled metal-fuel technology is very important.

This project is to develop core technology of metal fuel slugs manufacturing, 

design of remote manufacturing equipment for radioactive material handling, 

evaluation of furnace performance, development of barrier cladding tube-based 

technology to secure infrastructure technology that can contribute to solving 

technical issues on recycled metal fuel and to secure core data for the technical 

feasibility evaluation of recycled metal fuel, complementary to the JFCS.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n this project, w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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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metal fuel slugs, the design of recycled metal fuel slugs remotely 

manufacturing equipment,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recycled metal fuels, 

and the development of barrier cladding manufacturing technology. In Phase 1 

('13 ~ '14), the characteristics of the rare earth high-purity fuel slugs were 

evaluated to develop the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the metal fuel slugs, and 

the anti-volatile casting method of the metal fuel slugs was developed. Moreover, 

the manufacturing properties of particulate metal fuel were evaluated. The 

remotely of the metal fuel slug manufacturing method was evaluated for the 

development of remote manufacturing technology. The detailed design of the 

remote manufacturing device for metal fuel slugs was made, and then the 

remoteness was evaluated. In addition, a heating test was conducted on 

non-water-cooled induction coils, which are core components of the remotely 

manufacturing  equipment of metal fuel slugs that installed in the hot cell.

In the second stage ('15 ~ '16), development of recycling metal fuel slugs 

manufacturing technology, development of remote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metal fuel slugs, performance evaluation of rare earth metal fuels and ATR 

irradiation test, and barrier cladding manufacturing technology development were 

carried out. For the development of recycling metal fuel slugs manufacturing 

technology, development of the rare earth metal fuel manufacturing process 

variables, development of casting technology, development of anti-volatile fuel 

slugs manufacturing process parameters, development of casting technology and 

evaluation of applicability of high-content rare earth cast parts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develop the technology for remote manufacturing the metal fuel 

slugs, the design refinement and detailed design of the remote manufacturing 

system, the simulate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remote manufacturing 

equipment, and the scrap recycling concept of the metal fuel slugs were 

conducted. Rare earth containing metal fuel performance test, rare earth 

containing metal fuel transient hot cell simulation, modeling of rare earth 

behavior in recycled metal fuel, and barrier cladding ATR irradiation test were 

conducted for rare earth containing metal fuel performance evaluation and ATR 

irradiation test. For the development of barrier cladding fabrication technology, 

the prototype of coating cladding was fabricated and evaluated, and the 

preliminary prototype of liner cladding (liner thickness 100 μm) was 

manufactured and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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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 of Project

1. Evaluation test of metal fuel slugs manufacturing technology

U-10Zr-10RE fuel slugs ( 5x300mm) were successfully fabricated by using the 

modified injection casting method and the gravity casting method developed by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nd applying the patent. The RE 

content, the distribution of rare earth precipitates, the casting defects and the 

composition of the alloy composition were very uniform and the fuel loss rate 

was very low (~ 0.2%). The development of improved injection casting technology 

has confirmed the feasibility of casting technology that can prevent volatilization 

and ensure high quality. In addition,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developing 

new particle fuel technology, sintered body manufacturing test was conducted and 

the manufacturing conditions of the sintered body, which does not require a 

compaction process, were developed to confirm the feasibility of producing the 

sintered body of the particle fuel.

2.  Design of metal fuel remote manufacturing equipment

A remotely casting system that can realize the anti-volatilization and realization 

of fuel quality improvement injection casting technology with high quality was 

designed and the remoteness was evaluated. In order to improve the remote 

handling and maintainability of the metal fuel remotely manufacturing equipment, 

the configuration module was subdivided and the remotely evaluated by the 3D 

modeling method. In addition, by confirming the validity of the non-water- 

cooled induction coil heating method, which has safety and excellent 

performance, the core technology that can be applied to the metal fuel remote 

manufacturing apparatus is secured.

3. Development of recycling metal fuel slug manufacturing technology

Crucible, graphite heat insulator, mold hold, transfer cylinder of casting mold, 

mold preheating device, etc. were designed to increase the casting capac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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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oved injection casting machine. By modify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parameters using modified injection casting method, we succeeded in 

manufacturing 13 high-content RE fuel slugs at a capacity of about 2.5 kg per 

batch. As a result of the high-content RE fuel slug test, the density variation 

within each region was found to be uniform within ±0.3g/cm3, the RE content 

was uniformly distributed, and the loss rate was also low at about 1% in the fuel 

loss rate evaluation. In order to develop anti-volatilization technology for casting 

by high vapor pressure of Am contained in TRU fuel, anti-volatilization 

technology was developed and evaluated by setting pressurization pressure using 

Sm, Mn which is Am substitute material. In order to prevent the reaction 

between the graphite crucible and the molten metal, Y2O3 and TaC were coated 

on the graphite crucible by a high temperature ceramic plasma coating method 

and the performance was evaluated.

4. Development of metal fuel slug remote manufacturing technology

The device concept of the fuel slug remote manufacturing system was 

established and the design was embodied. In order to improve the remote 

handling and maintainability of the sub-facilities of the metal fuel slug 

manufacturing equipment, the configuration module was subdivided and the 

design was improved by 3D modeling. In addition, the helium scrap of U-10Zr 

and U-10Zr-RE fuel slug was washed with nitric acid solution and the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to confirm the feasibility of recycling of metal fuel 

scrap as radioactive waste. The concept of recycling is derived for both the  

reduction of scrap radioactive waste and the increase of metal fuel fabrication 

yield.

5. Performance evaluation of RE metal fuels and ATR irradiation test

In order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rare earth metal fuels, various 

materials for evaluation of RE effects such as composition, physical properties, 

results of out of pile interaction tests, EBR-II overseas survey and domestic 

Hanaro survey data were evaluated. Sensitivity analysis using EBR-II survey history 

was performed on the RE permeability model applied to U-Zr fuel using EBR-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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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In order to test the hot cell transient state simulation, a heating furnace 

tube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to maintain the vacuum state to prevent 

oxidation of the fuel, and then installed in the hot cell. Also, in order to 

evaluate the permeability of RE metal, which is one of the major issues of metal 

fuel, a preliminary model was established to evaluate permeability by RE content 

in recycled metal fuel. ATR irradiation test (AFC-4C) for cladding containing Cr 

barrier was launched in February 2016. As of November, 2016, the maximum 

output was 290 ~ 324 W/cm and the maximum burning rate was 1.1 at%.

6. Development of barrier cladding manufacturing technology

A 20㎛ thick Cr layer was plated on the inner surface of the HT9 cladding tube 

having outer diameters of 150 mm, 7.4 mm and 5.8 mm by electrolytic plating. 

Fuel Cladding Chemical Interaction (FCCI) Simulation The out-of-pile diffusion 

couple test showed that the Cr plated layer had the ability to prevent FCCI. As a 

result of the oxide film formation study in the high-temperature wet atmosphere 

using the electrochemical method for the prototype production, the growth of 

the Fe-Cr-O oxide film about 1μm thick was confirmed. Mechanical performance 

tests were performed on the liner tubes (Zircaloy-4) to evaluate the process 

ability of the liner tubes. The assembly and drawing of the thin liner and mother 

tube resulted in the development of an inner Zry-4 lining cladding preliminary 

prototype with a nominal thickness of 100μm.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High-content RE fuel slug casting technology and anti-volatile fuels slug casting 

technology will be ut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recycling metal fuel 

manufacturing technology, which is essential for the completion of the SFR-Pyro 

recycled fuel cycle in the future. The metal fuel slug remote manufacturing 

technology is planned to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metal fuel remote 

manufacturing process for the nuclear fuel supply to the sodium-cooled fast 

reactor scheduled for operation in 2028 and the design for the manufacturing 

facility establishment. The preliminary model for rare earth effect evaluation, 

which was developed to evaluate rare earth flux penetration rate, on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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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issues of metal fuels, will be continuously validated and will be used for 

limiting the rare earth content of Pyro-processing connected recycling metal fuel 

and assessing the effect of fuel rod integrity. The results of the ATR irradiation 

test data, the FCCI test, and the hot cell high temperature simulation test can be 

directly applied to TRU nuclear fuel DB construction, metal fuel performance 

analysis code development and TRU metal fuel design. The results of the ATR 

survey of the barrier developed to preven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fuel core 

and the covering material will be used in the JFCS ATR survey conducted in 2018 

after assessing the barrier performance and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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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재순환핵연료 제조기술은 파이로처리와 고속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기술이며, 재순환 핵

연료주기의 지속성, 경제성, 안전성 및 핵비확산성을 결정하는 핵심기술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는 원자력이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기

능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사용후핵연료 안의 고독성 물질을 별도로 분리해서 차별화된 관리를 할 경우, 방사성 폐기

물의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관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처분부지의 면적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1-1-1. 사용후핵연료 물질별 차별관리 방안

◼ 미래원자력시스템 보완기획으로 SFR-파이로 재순환 핵주기 시스템 완성을 위한 TRU 핵연

료 개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25년 TFMF 시설 구축 및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일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재순환 금속연료 제조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 또한, 배리어 피복관의 ATR 조사시험 수행 및 한미핵주기공동연구(JFSC)의 일정을 만족시

킬 수 있는 재순환 금속연료 기술개발 일정이 필요하다.

◼ ‘20년까지 한미핵주기공동연구를 통한 TRU 핵연료 기술 타당성 평가와 함께 국내 독자적

으로 (1) TRU 핵연료 제조시설(TFMF) 설계 완료, (2) 금속연료 원격제조기술 확보, (3)금속

연료 제조 핵심기술 개발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연구개발 분야이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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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 금속연료 개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우라늄, 희토류 금속, 아메리슘 대체 물질

을 활용, 용해/주조하여 금속연료심을 제조하고 다양한 노내·외 시험을 통한 특성평가 및 

DB 구축이 요구된다.

◼ 재순환 금속연료 기술개발은 장기간의 연구 개발과정이 없이는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체계

적인 연구 착수가 요구된다. 

그림 1-1-2.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 추진 전략 (사용후핵연료 부피독성 기술개발 일정)

 본 과제는 ’17년까지 재순환 금속연료심 첨단 제조기술 및 원격제조기술 개발을 목표로 

(1) 금속연료심 첨단제조기술 개발, (2) 재순환 금속연료심 원격제조기술 개발, (3) 재순환 금

속연료 성능 평가, (4) 배리어 피복관 제조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 본 과제의 연구개발내용은 제조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노내·외 성능평가 등 금속연료 기술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제명은 “재순환 고속로 금속연료 제조기술 개발”에서 보다 포

괄적인 “재순환 금속연료 기술 개발”로 변경하였다.(‘16년도)

제2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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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속연료심 첨단제조기술 개발

미국에서 1960년대에 개발된 금속연료심 사출주조방법은 장수명 핵종(Pu, Np, Am, Cm)

중 휘발성이 강한 Am의 휘발을 억제할 수 없으며, 주조공정중 연료물질의 회수율이 낮은 편

이다. 이를 극복하기 Am의 휘발을 방지하고, 높은 수율과 낮은 연료손실을 가지는 금속연료

심 첨단제조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파이로 재순환 핵연료물질에는 용해주조부

품과 반응성이 심한 희토류 원소(RE: Nd, Ce, Pr, La)가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방

지 용해주조부품을 개발하고 건전한 주조성을 가지고 품질이 우수한 연료심을 제조하는 기술

이 개발되어야 한다.   

나. 재순환 금속연료심 원격제조기술 개발

소듐냉각고속로의 경제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회수한 

TRU를 활용한 재순환 금속연료를 원격으로 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금속연료 제조

를 위한 원격제조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파이로 재순환 연료심 제조공정에서는 임계안

전관리 차원에서 냉각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연료심 원격제조장치에 사용되는 유도코

일을 비수냉식 유도코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순환 금속연료심 원격제조기술 개발은 SFR-핵연료-파이로 재순환 주기 완성을 위한 필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과제 시작단계에서 금속연료 원격제조시설 및 장치 등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원격제조 기술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한ㆍ미 파이로 공동연구를 

통해 실험실 규모의 TRU 핵연료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사회에 핵개발 투명성을 인정받는 등

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TRU를 함유한 금속연료 제조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

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2. 경제 산업적 측면

소듐냉각고속로는 화석연료 자원의 고갈과 우라늄 자원의 한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재순환 금속연료는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여 재순환 연료로 사용하므로 한정된 우라늄 자원

을 대체할 수 있어 우라늄 국제 시장가격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

할 수 있다. 특히, 원자로 운전에서 지속적인 비용은 연료비에서 지출되므로, 고성능 고연소도 

금속연료 제조기술을 확보하여 연료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된 소듐냉

각고속로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우수한 노내 성능을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연료를 개발하여야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소듐냉각고속로를 개발할 수 있다. 연구의 결

과로 확보된 기술 소유권은 연료 생산의 경제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분야의 발전에 기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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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된다. 

3. 사회 문화적 측면

SFR-핵연료-파이로 재순환 주기를 완성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사용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부담 감소와 동시에 고준위 폐기물의 처분공간 활용 극대화가 가능한 친환경 

기술이다. 또한, 핵비확산성이 우수한 MA 함유 금속연료 기술 개발을 완성함으로써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고속로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제3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 목표

본 과제는 1단계 2년 (‘13.03.01 ~ ‘15.02.28), 2단계 2년(‘15.03.01 ~ ‘17.03.01)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 재순환 금속연료심 제조기술 개발 

- 재순환 금속연료심 원격제조기술 개발 

- 희토류 포함 금속연료 성능평가 및 ATR 조사시험 

- 배리어 피복관 제조기술 개발

2. 단계별 목표

가. 1단계 (‘13, ‘14년도)

- 금속연료심 첨단제조기술 시험평가

  ○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 및 특성시험

  ○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 및 특성 평가

  ○ 휘발방지 연료심 주조방법 평가

  ○ 휘발방지 연료심 주조방법 선정

  ○ 입자형 금속연료 제조성 평가

  ○ 입자형 금속연료 물성 평가

-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 설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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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료심 제조방법 원격성 평가

  ○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상세설계

  ○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설계개선

  ○ 원격제조장치 원격성 평가

  ○ 비수냉 유도코일 가열 시험

  ○ 비수냉 유도코일 가열 시험평가

나. 2단계 (‘15, ‘16년도)

- 금속연료심 첨단제조기술 개발 

  ○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공정변수 개발 

  ○ 휘발방지 연료심 제조공정변수 개발   

  ○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주조기술  

  ○ 희토류 고함량 용해주조 부품 적용성 평가

  ○ 휘발방지 연료심 주조기술

- 재순환 금속연료심 제조기술 개발  

  ○ 연료심 원격제조시스템 설계 개량  

  ○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모의 예비성능 평가

  ○ 금속연료심 원격제조 시스템 상세설계 

  ○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 모의 성능평가

  ○ 금속연료심 제조 스크랩 재활용 개념 도출

- 재순환 금속연료 성능 평가

  ○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 특성 평가

  ○ 희토류함유 금속연료 과도상태 핫셀 모사시험 (기존 저연소도 하나로 조사시험 시편 활용)

  ○ 재순환 금속연료 희토류 거동 모델

  ○ 배리어 피복관 ATR 조사시험 착수

- 배리어 피복관 제조 기술 개발

  ○ 코팅 피복관 예비시제품 제조 및 성능평가

  ○ 코팅 피복관 시제품 제조 및 성능평가

  ○ 라이너 피복관 예비시제품 (라이너 두께 200㎛) 제조 및 성능평가

  ○ 라이너 피복관 예비시제품 (라이너 두께 100㎛) 제조 및 성능평가

3.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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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의 수행범위 및 구체적 연구내용은 표 1-1-1 과 같다.

표 1-1-1 연구범위 및 내용

연 구 범 위 구체적인 내용

- 금속연료심 첨단제조기술 

시험평가

-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 및 특성시험: 파이로 주괴를 연료로 사용하

기 위해, 희토류 함량을 1wt.%, 3wt.%, 7wt.% 그리고 10wt.%(RE 

함량  5종류, 주조방법 2종류)로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 타당성을 평가함

- 휘발방지 연료심 주조방법 평가: 불활성분위기에서 가압하여 휘발방지가 

가능한  개량사출주조방법을 창안하여, 휘발 U-10Zr-5Mn 연료심 주

조시험을 수행하여 휘발방지 타당성을 평가함

- 입자형 금속연료 제조성 평가: 원자력(연) 창안한 원심분무기술을 활용

하여 무(無)주형으로 분말입자를 고수율로 생산 가능한 혁신적인 입자형 

연료 신기술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U-Zr 구형분말을 제조하여 

입자크기/입자혼합별 소결체 제조시험을 수행하여 소결특성을 조사하고  

입자연료의 제조 타당성을 평가함

-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 

설계 제작

- 연료심 제조방법 원격성 평가: 원자력(연) 개발 특허출원기술인 개량사

출주조법 및 중력주조법에 대한 원격성을 평가하고자, 2D 설계도를 시

뮬레이터에서 연료심 제조장치의 원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3D 설계 모

델링을 수행함  

-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설계 개선: 설계 단계에서 연료심 제조장치의 3D 

설계모델은 시뮬레이터에서 원격성을 평가한 후,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설계에 재 반영하여 설계의 완성도를 향상시킴. 원격제조장치의 원격 취

급성 및 유지보수성을 증대시키는 관점에서 구성 모듈을 세분화, 3차원

으로 모델링하여 설계를 개선하여 원격 취급성을 평가하고 설계 개량함

- 비수냉 유도코일 가열 시험: 임계안전관리차원에서 비수냉 유도코일을 

사용하여 연료심 배치를 극대화하고자, 비수냉코일 가열 안전성 및 건전

성 평가하여, 재순환연료 주조온도인 1600℃ 이상 비수냉 가열시험을 

수행하여, 냉각가스 출구온도 200℃ 이하로 제어하고, 가열 후 용탕교

반상태 우수함을 확인함 

- 금속연료심 첨단제조기술 

시험평가

-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 및 특성평가: 원자력(연) 개발 특허출원기술

인 개량사출주조법으로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시험을 수행하여, 고

함량 U-10Zr-RE 연료심( 5x250mm)을 건전하게 제조를 통해, 희토

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 가능성을 확인함

- 휘발방지 연료심 주조방법 선정: 원자력연구원에서 창안한 휘발방지 개

량사출주조 및 특성시험을 수행하여, 주조공정변수의 최적화로 휘발탐지가 

불가능한 금속연료심( 5- L250 mm)을 건전하게 시제조하는 데 성공

하여, 원자력(연) 고유의 신기술인 개량주조 타당성을 확인함.

- 입자형 금속연료 물성 평가: 연료심 주조시 석영관 주형 불필요하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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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금속연료 분말입자 고수율 생산과 휘발방지

가 가능한, 혁신적인 입자형 연료 신기술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압

분공정 불필요한 소결체 제조조건을 개발하여 입자연료의 소결체 제조 

타당성을 확인함.

-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 

설계 제작

- 연료심 원격제조 상세설계: 원자력(연) 고유의 개량사출주조기술을 토대

로, 원격제조장치를 제작하기 위해서 원격 취급성 및 주조성능이 구비된 

연료심 원격제조장치를 설계함

- 원격제조장치 원격성 평가: 원격제조장치의 원격 취급성 및 유지보수성

을 증대시키는 관점에서 구성 모듈을 세분화, 3차원으로 모델링하여 설

계를 개선하여 원격 취급성을 평가하고 설계 개량함

- 비수냉 유도코일 가열 시험평가: 공학규모연료심 원격제조장치에 적용되

는 유도코일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유도가열시험을 수행함으로써, 

비수냉 유도코일 기술 개발하여 타당성을 확인함.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공정

개발

- 연료심 5.5mm, L300mm 기준 희토류 주조용량 최대 3ea/batch

에서 최대 13ea/batch로 주조용량 증대

- 희토류 연료심 다량(13ea/batch) 제조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도가니, 

흑연 단열재, 주형홀드, 주형집합체 이송 실린더, 주형 예열장치 설계변

경

- 고온가열 및 용해주조 중 희토류/휘발 원소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도가

니 덮개 개폐장치 고안 

- 주형집합체는 공압에 의해 동작되고 용탕표면 위에서 예열 후 용탕에 

침적되도록 설계/제작되어 주형예열 효과 증대

- 개조된 실험실 규모 개량사출주조장치는 모의연료(Cu) 제조실험을 통하

여 개량사출주조장치 기능보완 및 개선

- 희토류 용해용량 증가(약 2.5kg/batch)해서 희토류 고함량 재순환 파

이로 연료심 주조기술 타당성 확인

- 희토류 합금과 접촉하여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용해 도가니는 Y2O3 

플라즈마 코팅, 주형은 Y2O3  슬러리 코팅하여 사용

- 희토류 함량 3wt.%, 7wt.% 그리고 10wt.%를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 타당성을 평가

- 고함량 연료심 제조 타당성 평가를 위해 희토류 함량 10wt.%의 용해 

잔탕 분석, 평가

- 연료심 제조공정변수(주조온도, 사출압력, 예열온도, 용탕에 침적 후 유

지시간 등) 영향평가 

- 희토류 연료심 특성시험으로 주조결함, 밀도측정, 미세조직 검사, 합금

조성 및 불순물함량 분석 수행

- 희토류 연료심 용해부품 개발을 위해 도가니 코팅 및 세라믹 코팅 예비

시험 수행

휘발방지 연료심 - 실험실 규모(약 500g/batch) 개량사출주조 시험을 토대로, 용해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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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개발

증대(약 2.5kg/batch)하여 U-10Zr-5Mn 휘발방지 개량사출 주조시험

을 수행

- 휘발연료의 용해주조 분위기압력 및 용해주조온도를 조절하여 휘발방지

기술을 도출

- 휘발 모의연료심(U-Zr-Mn) 다량(13ea/batch) 제조로 원자력연구원 

개발 신기술인 개량사출주조 휘발방지 성능평가

- 휘발 연료심 특성시험으로 주조결함, 밀도측정, 미세조직 검사, 합금조

성 및 불순물함량 분석 수행

연료심 

원격제조시스템 

설계 개량

- 원격제조시스템 진공기밀과 내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간 및 상부챔

버를 일체형으로 개량

- 원격제조시스템 제어공정 단순화, 원격유지보수성 향상을 위한  전동식 

챔버 체결방식을 공압식 체결방식으로 개량

- 정밀제어와 원격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동기어 방식으로 주형

집합체 이송

- 챔버 및 몰드 수평이송장치와 준비테이블을 설계 개량하고 상부챔버의 

상하 및 회전동작만을 원격제어동작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원격작업성 향

상

- 온도제어를 위한 열전대는 전동방식의 하부챔버 전복장치를 이용한 탈

부착 방법에서 열전대의 탄성과 유도관을 이용한 탈부착 방식으로 설계 

개량

- 챔버 지지프레임 및 준비테이블을 챔버 지지 및 이송 실린더로 설계 개

량함으로써 원격제조장치 제어공정 단순화, 원격작업성 향상

- 하부챔버와 진공시스템 체결부는 원료장입, 연료심 해체공정에서 원격볼

트 분리없이 연료심 제조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격제조장치 진공기밀

성 향상, 원격제어공정 단순화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모의 예비성능평가

- 파이로 원료 잉고트는 유압 프레스에 의한 전단방법으로 절단, 전단 후 

발생되는 chip은 회수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연료손실 최소화

- 전단된 원료는 다목적용 로봇에 의해 이송되고 계량저울은 소량 정밀측

정 가능, 계량 값은 핫셀 외부 인디케이터에 표기 및 기록함으로써 핫

셀 내 전자기부품 사용 최소화

- 주조된 연료심과 주형은 충격해머에 의해 분리, 주형에 고착된 스크랩은 

재분리 과정을 통해 TRU 연료손실을 최소화

- 주조된 재순환 연료심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막은 좌우 및 상하 양방향

에 설계된 wire brush에 의해 제거함으로써 연료심 품질향상

- 재순환 연료심은 전단방식으로 절단하고 전달된 연료심은 다시 회수 가

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연료심 제조수율 향상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 

특성 평가

-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 제조성, TRU 금속연료 물성 및 국외 TRU 금속

연료 조사시험 결과 등 분석

- 희토류/피복재 상호반응 노외 시험, 하나로 조사시험 자료 및 EBR-II 

X447 자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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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R-II X447 U-10Zr 조사시험 자료 및 희토류 침투율 모델 평가

- 희토류 100% 노외상호반응 시험 자료 및 U-10Zr-5Ce 하나로 조사

시험 자료 평가

- 희토류 침투율 모델, 노외 상호반응 시험 및 하나로 조사시험 자료 고

려, U-10Zr-5Ce연료심의 연소도에 따른 침투율 예비 평가

- X447의 조사이력을 활용하여 희토류 100% 노외상호반응 시험 자료에

서 도출된 모델 상수를 활용한 연소도에 따른 희토류 침투율 평가

- X447의 조사이력을 활용하여 U-10Zr-5Ce 하나로 조사시험 자료에서 

보수적으로 도출된 모델 상수를 활용한 연소도에 따른 희토류 침투율 

평가

희토류함유 

금속연료 

과도상태 

핫셀 모사시험

- 1차 하나로 조사시험(SMIRP-1)을 수행한 U-10Zr-5Ce/T92 시편을 

이용하여 예비 과도상태 핫셀 모사시험을 수행

- 시험조건은 가열온도 800 ℃, 유지시간 1 hr으로 설정하였으며, 피복

관은 Cr 배리어가 적용되지 않은 시편을 사용

- 시험결과 연료심 산화가 발생하였으며, 산화 방지를 위해 시편 길이 변

화, 산소흡수체 적용을 통해 연료심 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점 도

출

-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미세구조를 고찰한 결과, 조사시험 후 존재하였

던 연료심/피복관 간의 간극으로 인해 공융 반응층이 형성되지 않았음

- 조사연료심/피복관 접촉을 위해 피복관을 조사연료심 측면이 아닌 상단 

또는 하단에 위치시키고 지그로 고정시키는 방안을 도출

코팅 피복관 

예비시제품 제조

및 성능평가

- 외경 7.4mm, 두께 0.5mm, 길이 150mm의 피복관 내부에 Cr 코팅 

(도금 조건: 온도 80℃, 전류 13A, 시간 60분)

- Cr 도금 피복관에 대해 상온 및 650℃에서 인장시험, 파열시험 수행

- 미국 INL에서 제공한 HT9 피복관 (외경 5.8mm, 길이 178.5mm) 내

부에 Cr 도금한 피복관 3개 제조

- 도금 층 표면 개질을 위한 장비 (이온질화 장비) 구축 및 예비시험 

- 세 종류 수용액 (0.005M H2SO4, 0.05M H2SO4, 0.05M 

Na2SO4)에서 피복관의 부식특성 시험

- 상온에서 최대 720시간 부식시험 후 부식시편의 무게 측정 및 미세조

직 분석

라이너 피복관 

예비시제품 

(라이너 두께 200㎛) 제조 

및 성능평가

- 라이너 (Zircaloy-4) 인장시험

- 최적의 라이너 튜브 가공 공정 설계

- 필거링용 맨드릴 및 롤 설계/제작

- 라이너 열처리 조건 시험

- 인발공정 설계

- 유색 금속(Cu)을 이용한 라이너 피복관 제조 공정 시험

- 필거링에 의해 두께 200㎛ 라이너 제조

- 인발공정으로 라이너 피복관 예비시제품 제조

- 라이너 피복관 육안 및 치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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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제2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제3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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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미국은 EBR-II 실험, IFR 프로그램 및 PRISM 설계를 통해 상용화에 필요한 금속연료봉 

설계기술을 확보하고 핵확산 저항성에 대한 기술타당성을 주로 U-Zr 및 U-Pu-Zr 금속연료를 

대상으로 평가하였음. 

 미국의 INL은 연료심 제조시 Am 휘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규모로 소형 중력

주조장치 제작하여 φ4mm의 연료심 주조기술을 연구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U-TRU-Zr 

연료심 중력주조 실험 장치를 제작하였으며 재사용 용해도가니를 개발하기 위해, Nb 기지재

료에 대한 coating 방법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중임.

 일본은 FaCT(FBR 사이클 실용화 연구개발)를 통하여 고속로 연료를 개발하고 있고 전

력중앙연구소(CRIEPI)가 주도적으로 금속연료를 개발하고 있고 사출주조 장치를 이용하여 공

정변수를 조정하여 MA를 함유한 금속연료의 제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는 사출주

조법외에 다른 새로운 주조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있음. 

 프랑스는 Phenix에서 충분한 MOX 연료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SFR을 

GEN-IV 고속로 주개념으로 선정하고 MOX 기반의 연료를 채택하고 있고 원형로인 ASTRID

와 상업로를 각각 2020년과 2040년에 계획하고 있음. 

제2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소듐냉각고속로 기술의 핵심 장점인 핵연료 물질 증식과 폐기물 소멸이며, 이는 핵연료

에서 진행됨. 금속연료는 마이너 악티나이드의 핵변환 효율이 가장 높으며, SFR 실용화 기술

개발 토대 마련할 수 있음. 재순환 TRU 고속로 금속연료는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 프로세싱

하여 얻은 핵연료물질을 핵연료원료로 재활용되며, SFR-핵연료-파이로 재순환 주기를 완성을 

완성하기 위해 재순환 SFR 금속연료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재순환 TRU 금속연료 제조공정 중에서 어렵고 중요한 기술은 금속연료심 제조기술이며, 

연료심 제조기술의 핵심기술인 용해주조부품과 고반응성이 있는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기

술, Am과 같은 장수명 휘발핵종의 회수제조를 위한 휘발방지 연료심 제조기술, 고방사능 환

경의 핫셀에서의 연료심 원격제조기술 개발 등이 필요함. 

 소듐냉각고속로 연료 기술은 민감기술로 분류되어 국내에서 실질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으나, 2007년도부터 원자력연구원에서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금속연료 제조기술’, ‘피복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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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개발’ 및 ‘금속연료 설계 및 성능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연료심을 건전하게 제조하기 위한 용해

주조 기초 공정조건을 개발하고 있음. 2010년도에 금속연료심 제조 기본기술을 개발하여 축

소형 U-10Zr/U-10Zr-Ce 금속연료 조사핵연료를 제조하여 하나로 조사시험(2010.11.15. ~ 

2012.1.5.) 및 조사후시험(‘12 ~ ‘13년)을 수행하였음.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및 EU가 참여하는 GIF SFR Advanced Fuel 국제 공동연구

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INL과의 I-NERI 과제를 통해 금속연료심 제조방법의 연료 손실을 

평가하고 있음.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사출주조공정을 개량하여 창안한 개량사출주조 신기술을 개발하여 

불활성 분위기에서 주조하여 Am 등과 같은 휘발성 장수명 핵종을 회수하는 새로운 연료심 주

조법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였음.  또한, 우라늄 합금 입자를 고수율로 생산 가능하며 석영관 

주형을 사용하지 않으며 불활성 분위기에서 제조하여 휘발이 원천적으로 방지되는 금속연료의 

첨단제조기술의 하나인 입자형 연료의 제조를 위해, 원심분무법으로 우라늄 및 U-10Zr 합금 

구형 분말을 제조하여 분말특성을 조사하고, 압분체 및 소결체 제조시험을 수행하고 있음.

제3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소듐냉각고속로 연료 기술은 민감기술로 분류되어 국내에서 실질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으나, 2007년도부터 원자력연구원에서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금속연료 제조기술’, ‘피복

관 개발’ 및 ‘금속연료 설계 및 성능평가’ 연구를 수행 중임. 

 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연료심을 건전하게 제조하기 위한 용해

주조 기초 공정조건을 개발하였음. 2010년도에 금속연료심 제조 기본기술을 개발하여 축소형 

U-10Zr/ U-10Zr-Ce  금속연료 조사핵연료를 제조하여 하나로 조사시험(2010. 11. 15. - 

2012. 1. 5) 및 조사후시험(‘12 ~ ‘13년)을 수행하였음.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및 EU가 참여하는 GIF SFR Advanced Fuel 국제 공동연구

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INL과의 I-NERI 과제를 통해 금속연료심 제조방법의 연료 손실을 

평가 중임.

 2013년부터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사출주조공정을 개량하여 창안한 개량사출 주조기술을 

적용하여 불활성 분위기에서 주조하여 Am 등과 같은 휘발성 장수명 핵종을 회수하는 새로운 

재순환 연료심 주조방법 타당성 평가를 수행 중임.

 재순환 TRU 핵연료는 고방사능으로 인해 원격제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KAERI 고유의 

제조기술인 개량사출주조법에 기반하여, 금속연료심 핫셀 원격제조장치 설계를 수행 중임.  

 현재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 처리한 TRU 핵연료를 취급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휘발 대체물질(Mn, Sm 등)을 사용하여 금속연료심 제조기술 개발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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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

 TRU 핵연료 성능 평가를 위하여 배리어 제조, 배리어 조사시험,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 

하나로 조사시험 및 조사후시험이 수행되었음.  

 Cr 도금 배리어 피복관 4개와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 U-10Zr-5Ce 6개가 하나로 노내 

조사시험에 사용되었음.  

기술분야
세부기술

분야
국제 기술수준 대비 국내외 기술수준

기술수준
(%)

금속
연료 제조

기술

금속연료심 
제조기술

국제 수준 2원계 U-Zr 금속연료심 제조 핵심기술 확보 90

국내 수준 ’07년부터 2원계 U-Zr 금속연료심 제조기술 개발 착수 70

금속연료봉 
제조기술

국제 수준 2원계 U-Zr 금속연료봉 제조 핵심기술 확보 85

국내 수준 조사시험용 2원계 U-Zr 금속연료봉 제조 75

금속연료
품질관리

국제 수준 금속연료 품질관리 핵심기술 확보 80

국내 수준
하나로 조사시험 축소형 금속연료 제조 및 
BOR-60 시험용 금속연료 품질관리 경험 

50

금속연료심 
첨단제조

기술

국제 수준 TRU 함유 재순환연료심 제조기술 연구 중 85

국내 수준 2007년부터 MA 및 희토류 연료심 제조기술 개발 수행 중 60

금속연료심 
원격제조

기술

국제 수준 TRU 함유 재순환연료심 원격제조기술 개발 중 85

국내 수준
TRU 함유 금속연료심 원격제조경험 없으며, 

2007년부터 TRU 함유 연료심 원격제조기술을 개발 중
50

표 2-3-1. 소듐냉각고속로 국내외 기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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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금속연료심 첨단제조기술 시험평가

1.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 및 특성시험

가. 희토류 연료심 제조시험

사용후핵연료가 파이로공정 후 다시 핵연료로 재사용 될 때 희토류 원소는 TRU 원소와 화

학적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사용 핵연료 제조시 희토

류 원소의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희토류 원소는 고속로 핵연료의 주 원소인 U과 Zr에 비

해 고온에서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핵연료 제조 부품들은 고온에서 희토류 원소와 양립성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희토류 원소는 기지원소인 U에 고용도가 낮아 석출물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석출물이 연료심 외주부에 분포할 경우 피복관 재질과 반응하여 원자로 운전 중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희토류 함량에 따른 희토류 연료심의 제조성과 

희토류 함량이 용해주조시 용해부품에 미치는 영향 및 희토류 연료심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연료심 주조장치와 상부챔버와 하부챔버의 개략도를 그림 3-1-1에 나타

내었다. 원료물질이 담겨 있는 도가니는 상부챔버에서 유도가열코일에 의해 용해되고 목표온

도에서 출탕되어 분배기를 통하여 석영몰드에 주입된다. 따라서 희토류 원소와 접촉하여 반응

을 일으킬 수 있는 용해 도가니, 출탕봉, 분배기 그리고 석영은 고온에서 안정한 세라믹 재료

로 코팅하였다. 희토류 함량은 1wt.%, 3wt.%, 7wt.% 그리고 10wt.%로 단계별로 높여 희토

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희토류 원소는 53%Nd, 25%Ce, 

16%Pr, 그리고 6%La 무게비로 진공아크용해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3-1-2(a)는 희토류 원소가 없거나 미량 존재할 때 용해주조 후 전형적인 도가니와 출

탕봉을 나타낸 것이다. 도가니에 남은 잔탕은 도가니와 쉽게 분리되고 반응에 의한 스크랩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출탕봉 역시 용해주조 후 잔탕과 쉽게 분리되었다. 희토류 

함량이 높아질수록 희토류 원소의 반응성으로 도가니와 출탕봉에는 스크랩이 많아지고 잔탕과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3-1-2(b)는 U-10Zr-7RE 연료심 주조 후 도가니와 

출탕봉 형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희토류 원소를 용해주조 할 경우 고온에서 안정한 용해주조

부품개발이 필요하다.

3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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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

Mold

Induction Coil
Control system

Vacuum system

DAQ sytem

  

그림 3-1-1. 중력주조 장치(좌) 및 상부챔버와 하부챔버(우) 개략도

  

(a)

  

(b)

그림 3-1-2. 고함량 RE 연료심 제조 후 용해주조 부품 (a) U-10Zr-1RE 연료심 용해주조 후 도가니(좌)

와 출탕봉 (우), (b) U-10Zr-7RE 연료심 용해주조 후 도가니(좌)와 출탕봉 (우)

용해 batch당 연료심 원료는 약 2.5kg 사용되었으며 지름 약 5mm, 길이 약 300mm 연

료심을 19개씩 주조하였다. 희토류 함량에 따른 주조된 연료심을 그림 3-1-3에 나타내었다. 

연료심은 U-10Zr-3RE 연료심 일부를 제외하고는 몰드 전체 길이만큼 주조된 것을 볼 수 있

다. 표면상태는 분배기와 근접한 상부보다 하부에서 더 양호한 경향을 보였다. 제조된 희토류 

연료심은 내부 결함유무를 평가하기 위해 감마레이 검사를 수행하였다. 연료심은 전체적으로 

내부결함이 없는 건전한 상태를 보였는데 대표적인 감마레이 결과를 그림 3-1-4에 나타내었

다.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의 주조 전과 후의 물질수지표를 표 3-1-1에 나타내었다. 희토류 함

량이 7wt.%와 10wt.%로 증가하여도 연료 손실은 0.2∼1.3%로 희토류 원소가 포함되지 않은 

연료심 주조에서와 유사하게 낮은 연료손실율을 보였다. 그러나 희토류 함량이 증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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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용해 주조부품 그림에서처럼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용해주조 공정 중 반응성 등에 유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a)                                      (b)

    

(c)                                      (d)

그림 3-1-3. 중력주조 후 U-10Zr-RE 연료심: 

(a) U-10Zr-1RE, (b) U-10Zr-3RE, (c) U-10Zr-7RE, (d) U-10Zr-10RE

그림 3-1-4.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gamma-ray radiography

표 3-1-1. 희토류 함량별 희토류 연료심 주조 후 연료손실

　
Casting

part

U-10Zr-1RE U-10Zr-3RE U-10Zr-7RE U-10Zr-10RE

Mass Fraction Mass Fraction Mass Fraction Mass Fraction

(g) (%) (g) (%) (g) (%) (g) (%)

Before
casting

Crucible 2691.4 100 2490.3 100 2675.9 100 608.2 100

After
casting

Crucible
assembly

263.3 9.41 78.4 3.1 3.0 0.1 538.7 88.57

Mold
assembly

2426.2 90.15 2379.9 95.6 2672.1 99.8 68.2 11.21

Fuel loss 11.9 0.39 32.0 1.3 18.8 2.63 1.3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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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희토류 연료심 특성시험

중력주조법과 사출주조법으로 용해/주조하여 희토류 1wt%, 3wt%, 7wt%, 10wt%를 함유한 

연료심을 제조하였고 희토류 연료심 내부 균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밀도를 측정하였다. 밀도측

정은 그림 1-5와 같이 연료심 상단부와 하단부를 각각 10mm씩 절단 후 9등분(상부, 중부, 

하부 각 3등분)으로 절단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3-1-5. 용해/주조 연료심 시편 준비

중력주조법으로 제조된 희토류 1wt.% 연료심의 경우 상부에서 평균밀도가 약간 낮았으나, 

희토류 함량 3wt.%, 7wt.%, 그리고 10wt.% 연료심의 경우 밀도 차이 없이 아주 균일한 상태

를 보였다. 사출주조법으로 제조된 희토류 7wt.% 연료심의 경우 하부에서 낮은 밀도 값을 보

였고 10wt.% 희토류 연료심의 경우 보다 균일한 값을 보였다. 밀도 값은 희토류 함유량에 따

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대략 ±0.1g/cm3 편차로 그림 3-1-6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용

해/주조된 연료심은 균일한 상태를 보였다.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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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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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17.0

 1RE  3RE  7RE

 10RE  S7RE  S10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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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중력주조/사출주조 부위별 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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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주조법과 개량사출주조법으로 용해/주조하여 희토류 함량별(1wt.%, 3wt.%, 7wt.%, 

10wt.%) 연료심에 대해 화학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시편 준비는 밀도측정에서와 같이 동일하

게 준비하였다. 중력주조법으로 제조된 연료심에 대한 화학조성 분석결과는 표 3-1-2~5에 사

출주조법으로 제조된 연료심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1-6~7에 각각 나타내었다. 

표 3-1-2. 중력주조(#13-08)로 제조된 U-10Zr-1RE 연료심 합금 조성

원소

부위
U

(wt.%)
Zr

(wt.%)
Si

(wt.%)
Ce

(wt.%)
La

(wt.%)
Nd

(wt.%)
Pr

(wt.%)
C

(ppm)
H

(ppm)
O

(ppm)
N

(ppm)

상부

1 90.8 7.75 <50 0.16 0.03 2.17 0.09 90 24 220 10

2 90.4 7.52 153 0.17 0.03 2.10 0.09 100 13 240 20

3 89.4 7.50 <50 0.23 0.11 2.53 0.20 50 8 * *

중부

1 91.0 7.57 280 0.17 0.03 2.22 0.09 40 6 150 10

2 91.3 7.38 <50 0.17 0.03 2.24 0.10 30 7 90 10

3 90.1 7.30 <50 0.16 0.03 2.23 0.09 40 6 110 10

하부
1 91.6 7.30 <50 0.16 0.03 2.06 0.09 20 7 90 10

2 90.7 7.38 <50 0.16 0.03 2.12 0.09 20 12 170 10

표 3-1-3. 중력주조(#13-03)로 제조된 U-10Zr-3RE 연료심 합금 조성

원소

부위
U

(wt.%)
Zr

(wt.%)
Si

(wt.%)
Ce

(wt.%)
La

(wt.%)
Nd

(wt.%)
Pr

(wt.%)
C

(ppm)
H

(ppm)
O

(ppm)
N

(ppm)

상부

1 88.1 11.1 225 0.49 0.11 1.01 0.33 180 29 630 30

2 87.2 10.9 173 0.62 0.13 1.18 0.40 170 30 510 80

3 87.1 10.9 <50 0.57 0.09 0.82 0.28 170 31 450 60

중부

1 87.5 11.4 <50 0.72 0.14 1.30 0.44 170 28 420 50

2 86.8 10.9 <50 0.65 0.13 1.09 0.38 150 28 330 60

3 87.9 10.8 <50 0.56 0.10 0.96 0.34 130 30 280 70

하부
1 87.7 11.3 <50 0.65 0.12 1.40 0.39 140 29 270 50

2 88.0 10.5 <50 0.72 0.13 1.26 0.43 200 32 290 50

표 3-1-4. 중력주조(#13-05)로 제조된 U-10Zr-7RE 연료심 합금 조성

원소

부위
U

(wt.%)
Zr

(wt.%)
Si

(wt.%)
Ce

(wt.%)
La

(wt.%)
Nd

(wt.%)
Pr

(wt.%)
C

(ppm)
H

(ppm)
O

(ppm)
N

(ppm)

상부

1 86.2 10.8 378 1.01 0.09 1.38 0.43 130 27 550 60

2 85.9 11.0 348 1.00 0.09 1.38 0.44 160 30 600 60

3 85.8 11.0 213 0.98 0.06 1.35 0.43 150 26 440 50

중부

1 85.5 11.3 187 1.05 0.09 1.43 0.44 170 24 380 40

2 86.1 10.9 200 1.01 0.09 1.39 0.44 120 23 340 50

3 86.8 11.2 86 0.96 0.09 1.31 0.44 120 23 330 50

하부
1 85.5 11.3 140 1.00 0.09 1.36 0.43 140 24 210 30

2 85.7 11.5 <50 0.99 0.09 1.34 0.44 180 25 19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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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중력주조(#13-06)로 제조된 U-10Zr-10RE 연료심 합금 조성

원소

부위
U

(wt.%)
Zr

(wt.%)
Si

(wt.%)
Ce

(wt.%)
La

(wt.%)
Nd

(wt.%)
Pr

(wt.%)
C

(ppm)
H

(ppm)
O

(ppm)
N

(ppm)

상부

1 85.9 10.8 <50 0.73 0.05 2.56 0.38 80 17 * *

2 85.9 11.6 <50 0.67 0.05 2.86 0.35 20 13 190 60

3 85.8 11.4 <50 0.73 0.05 3.02 0.38 40 12 200 70

중부

1 86.8 10.9 93 0.73 0.05 2.61 0.38 20 11 260 70

2 85.4 11.7 117 0.73 0.05 2.99 0.38 40 10 300 60

3 86.0 11.2 127 0.75 0.05 3.08 0.39 10 10 330 60

하부
1 84.9 11.8 212 0.75 0.05 3.03 0.38 40 54 390 60

2 86.2 11.0 259 0.76 0.05 3.09 0.39 40 14 380 50

표 3-1-6. 사출주조(S13-08)로 제조된 U-10Zr-7RE 연료심 합금 조성

원소

부위
U

(wt.%)
Zr

(wt.%)
Si

(wt.%)
Ce

(wt.%)
La

(wt.%)
Nd

(wt.%)
Pr

(wt.%)
C

(ppm)
H

(ppm)
O

(ppm)
N

(ppm)

상부

1 83.7 12.2 <50 1.16 0.15 2.96 0.60 80 6 120 70

2 84.1 11.9 <50 1.21 0.16 3.00 0.63 40 5 220 40

3 84.7 11.5 175 1.21 0.16 3.07 0.63 30 4 200 50

중부

1 84.7 11.8 168 1.23 0.16 2.94 0.64 40 4 260 40

2 83.6 11.5 446 1.23 0.16 2.74 0.63 40 1 470 40

3 84.2 11.7 653 1.23 0.16 2.87 0.63 10 1 170 40

하부
1 83.4 12.2 1071 1.49 0.19 3.33 0.77 40 <1 1050 40

2 85.1 11.5 1401 1.00 0.14 2.58 0.52 80 1 1520 60

표 3-1-7. 사출주조(S13-09)로 제조된 U-10Zr-10RE 연료심 합금 조성

원소

부위
U

(wt.%)
Zr

(wt.%)
Si

(wt.%)
Ce

(wt.%)
La

(wt.%)
Nd

(wt.%)
Pr

(wt.%)
C

(ppm)
H

(ppm)
O

(ppm)
N

(ppm)

상부 84.6 11.2 <50 1.41 0.17 3.09 0.73 40 7 140 60

중부 84.0 11.0 <50 1.35 0.15 2.87 0.63 30 4 210 50

하부 85.0 10.9 212 1.28 0.17 3.00 0.71 40 3 390 40

희토류 연료심의 합금조성 평가결과, 희토류 원소 함량이 장입함량농도보다 상당히 높게 나

온 중력주조 연료심(1wt.%)를 제외하고는 U 함량이 높게 나오고, RE 함량은 장입함량보다 적

게 나왔다. U과 희토류 원소의 회수율에 대해서 그림 3-1-7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U 함량 

회수율은 장입함량보다 모두 높게 나왔고, RE 원소의 회수율은 장입함량에 미치지 못했다. 

RE 원소의 경우는 함유량이 많을수록 회수율이 적었으며, 중력주조 연료심보다는 사출주조 연

료심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회수율을 보였고, U 원소의 경우는 장입함량보다 많은 회수율을 

보였지만, 사출주조 연료심의 경우가 중력주조 연료심보다 장입함량에 근접하는 회수율을 보

였다.



- 73 -

70 75 80 85 90 95 100
70

75

80

85

90

95

100

 

 1RE  3RE  7RE

 10RE  7RE(S)  10RE(S)

A
llo

y
 C

o
n
te

n
t 
o

f 
U

 E
le

m
e
n

t 
 (

w
t.
%

) 

Charge Content of U Element (wt.%)

(a)

0 2 4 6 8 10 12
0

1

2

3

4

5

6

7

8

9

10

 

 1RE  3RE  7RE

 10RE  7RE(S)  10RE(S)

A
llo

y
 C

o
n

te
n

t 
o

f 
R

E
 E

le
m

e
n

t 
 (

w
t.
%

)

Charge Content of RE Element (wt.%)

(b)

그림 3-1-7. U-10Zr-RE 금속연료심의 합금원소 회수율: (a) U 회수율, (b) 희토류원소 회수율

중력주조법으로 용해/주조된 희토류 함량 3wt.%, 7wt.% 연료심에 대해 희토류 석출상의 분

포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SEM/EDX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1-8는 연료심 단면 전체를 보

여준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석출물은 연료심 상부, 중부, 하부에서 각각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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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3-1-8. U-10Zr-RE 연료심 단면 SEM 사진: (a) U-10wt.%Zr-3RE 상부, (b) U-10wt.%Zr-7RE 상부, 

(c) U-10wt.%Zr-3RE 중부, (d) U-10wt.%Zr-7RE 중부, (e) U-10wt.%Zr-3RE 하부, (f) U-10wt.%Zr-7RE 하부

연료심 기지에 분포된 석출상을 알아보기 위해 희토류 함량 3wt.% 연료심에 대해 상부, 중

부, 하부 단면에 대해 EDX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1-9에서와 같이 지르코늄 석출물과 

희토류 석출물은 연료심 상부, 중부, 상부에서 구형 형상으로 균일하게 분포하였다. 석출물에 

대한 EDX 분석 결과를 표 3-1-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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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1-9. 중력주조로 제조된 희토류 연료심 U-10wt.%Zr-3wt.%RE 단면 SEM 사진 : (a) 상부, (b) 중부, (c) 하부

표 3-1-8. U-10wt.%Zr-3wt.%RE 연료심의 EDX 분석 조성결과: (a) 지르코늄 석출물, (b)희토류 석출물

(a)                                (b)

Element wt.%

U 25.7

Zr 72.3

Nd 0.0

Ce 0.3

Pr 0.6

La 0.9

     

Element wt.%

U 0.9

Zr 6.6

Nd 46.8

Ce 21.4

Pr 17.5

La 6.6

희토류 함량 10wt.% 연료심에 대해 연료심 기지에 분포된 석출상을 그림 3-1-10에 나타내

었다. 지르코늄 석출물과 희토류 석출물의 분포는 희토류 함량 3wt.% 연료심과 유사하게 기

지조직에 균일하게 분포하였다. 석출물에 대한 EDX 분석 결과를 표 3-1-9에 나타내었다.    

       

Zr

RE Zr

RE
RE

(a)                         (b)                          (c)

그림 3-1-10. 희토류 연료심 U-10wt.%Zr-7wt.%RE 단면 SEM/EDX 분석 결과: (a) 상부, (b) 중부, (c)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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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U-10wt.%Zr-7wt.%RE 연료심의 EDX 분석 조성 결과: (a) 지르코늄 석출물, (b) 희토류 석출물

(a)                                (b)

Element wt.%

U 2.9

Zr 94.1

Nd 1.1

Ce 0.8

Pr 0.9

La 0.0

       

Element wt.%

U 1.3

Zr 3.6

Nd 46.7

Ce 23.5

Pr 16.5

La 8.3

다. 희토류 연료심 제조 특성평가

(1) 희토류 연료심 개량사출주조 제조시험

희토류 함량에 따른 희토류 연료심의 개량사출주조법에 의한 제조성과 희토류 함량이 용해

주조시 용해부품에 미치는 영향 및 희토류 연료심의 건건성을 평가하였다.

 사출주조 공정은 연료심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공정이 단순하여 원격제조에 유리하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실 규모의 사출주조 장치를 이용하여 사출주조장치 시험평가와 함께 희토

류 연료심 개량사출주조 시험을 수행하였다. 도가니는 원통형 형상으로 내경 50mm, 외경 

86mm 그리고 길이 68mm 을 가지며, 몰드는 우라늄 금속용융물질과 고온에서도 양립성을 

가지는 석영관을 사용하였다. U-Zr 금속연료를 용해하기 위한 온도제어는 PID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으며 반복시험을 통하여 재현성과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흑연도가니가 500℃로 상승하

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이며, 흑연단열재를 포함한 흑연집합체에 포함될 수 있는 수분

을 제거하기 위해 약 5분간 유지하였다. 출탕되기까지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반복 시험

을 통하여 희토류 원소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연료물질을 용융하고 출탕되기까지 시간은 최대

한 줄이고자 하였다. 희토류 원소와 접촉하여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용해 도가니와 석영 몰

드는 고온에서 안정한 세라믹 재료로 코팅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희토류 합금은 사용후핵연료

를 파이로 재처리 공정을 수행했을 때 포함될 수 있는 희토류 원소 함량 비를 기준으로 제조

하였다. 화학분석 결과 희토류 원소는 약 53%Nd, 25%Ce, 16%Pr, 그리고 6%La 무게 비를 

나타내었다.      

예비 반복시험을 통하여 몰드 전체 길이만큼 희토류 연료심을 제조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

였다. 표 3-1-10에 U-10wt%Zr-(1, 3, 7, 10)wt%RE을 제조하기 위한 사출주조 조건을 나타

내었다. 연료심의 원료물질을 용해하고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해 약 1600℃까지 가열하였고 약 



- 77 -

1400℃에서 출탕하였다. 석영주형에서 용탕의 흐름이 용이하도록 약 600℃까지 니켈/크롬 선

으로 예열하였다. 석영주형은 용탕에 침적된 후 약 4초 정도 유지되었고(holding time), 고순

도 아르곤 가스로 챔버를 가압하였다. 석영주형은 용탕에 침적된 후 용탕으로 충진되고, 용탕

이 응고된 뒤 약 9초 후 석영주형을 상부로 들어 올렸다(retraction time).  

          
Melting temp. 

(oC)

Casting temp.

 (oC)

Pre-heating 

temp. (oC)

Holding 

time (sec)

Retraction
time (sec)

Conditions 1600 1400 600 4 9

표 3-1-10. 희토류 연료심 사출주조시험 조건

용해 batch당 연료심 원료는 약 500g 사용되었으며 지름 약 5.4mm, 길이 약 250mm 연

료심을 주조하였다. 개량사출주조에 의해 제조된 희토류 연료심을 그림 3-1-11에 나타내었다. 

희토류 함량 10wt.%까지 연료심은 석영주형 전체 길이만큼 주조되었다. 용탕에 침적되는 연

료심 하부(그림에서 왼쪽)는 연료심 중부, 상부에 비해 약간 거친 표면을 보였으나 연료심은 

전체적으로 두께 변화없이 건전하게 주조되었다. 희토류 함량 10wt.% 연료심의 경우 연료심 

상부에도 거친 표면을 볼 수 있는데 희토류 함량이 증가할수록 적절한 개량사출주조 조건이 

고려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12는 희토류 연료심 개량사출주조시 희토류 함량이 용해주조 부품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한 것이다. 그림 3-1-12(a)는 희토류 원소가 없거나 미량 존재할 때 용해주조 후 도가

니와 도가니에 남은 잔탕을 나타낸 것이다. 도가니 내부표면은 용탕반응 전과 큰 차이를 보이

지 않고 용탕 표면에서는 반응에 의한 산화물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그림 3-1-12(b)는 

U-10wt%Zr-10wt.%RE 연료심 주조 후 도가니와 용탕 잔탕을 나타낸 것으로 같은 시험조건

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도가니 일부 표면은 용탕과 반응에 의해 홈이 파였고 용탕 잔탕 표면

에서는 반응에 의한 많은 산화물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희토류 원소를 용해주조 할 경우 고

온에서 보다 양립성이 우수한 용해주조부품개발이 필요하다.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 후 물질수지표를 표 3-1-11에 나타내었다. 희토류 함량이 

7wt.%와 10wt.%로 증가하여도 연료 손실은 1%내외로 희토류 원소가 포함되지 않은 연료심 

주조에서와 유사하게 낮은 연료손실율을 보였다. 그러나 희토류 함량이 증가할 경우 앞의 용

해 주조부품 그림에서처럼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용해주조 공정 중 반응성 등에 유념해 둘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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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1-11. 개량사출주조법에 의해 제조된 희토류 연료심: (a) U-10wt.%Zr-1wt.%RE, 

(b) U-10wt.%Zr-3wt.%RE, (c) U-10wt.%Zr-7wt.%RE, (d) U-10wt.%Zr-10wt.%RE

  

그림 3-1-12. 고함량 희토류 연료심 제조 후 용해주조 부품: (a) U-10Zr-1RE 연료심 용해주조 후 도가

니와 용해잔탕, (b) U-10Zr-7RE 연료심 용해주조 후 도가니와 용해잔탕

표 3-1-11. 희토류 함량별 희토류 연료심 주조 후 연료손실

　 Casting
part

U-10Zr-1RE U-10Zr-3RE U-10Zr-7RE U-10Zr-10RE

Mass Fraction Mass Fraction Mass Fraction Mass Fraction

(g) (%) (g) (%) (g) (%) (g) (%)
Before
casting Crucible 520.2 100 526.3 100 550.7 100 539.5 100

After
casting

Crucible
assembly 434.9 83.6 442.1 84.0 475.8 86.4 456.0 83.6

Mold
assembly 84.8 16.3 83.4 15.8 73.9 13.4 83.1 16.3

Fuel loss 　 0.5 0.1 0.8 0.1 1.0 0.2 0.4 0.1



- 79 -

(2) 희토류 연료심 특성평가

개량사출주조법을 이용하여 희토류 1wt.%, 3wt.%, 5wt.%, 7wt.%, 10wt.%를 함유한 연료

심을 동일한 주조조건으로 용해/주조하여 제조하였다. 제조된 희토류 연료심의 내부 균질성과 

희토류 원소 함유량에 따른 밀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밀도측정은 수침법을 이용했고, 사출

주조 특성상 주조가 균일하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상단부분과 하단부분 10mm씩 절단 

후 9등분으로 절단하여 측정하였다.

14.0

14.5

15.0

15.5

16.0

Fuel Slug Position (from bottom to top)

 

D
e

n
s
it
y
(g

/c
m

3
)

 1RE   3RE   5RE

 7RE   10RE

그림 3-1-13. 희토류 연료심 희토류 원소 함량별 밀도분포

그림 3-1-13에 희토류 원소 함량별 연료심의 상부, 중부, 하부의 밀도분포를 나타내고 있

다. 희토류 함유량이 많을수록 밀도 값이 적고, 희토류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밀도 값이 낮아지

는 정도도 일정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희토류 1wt.%, 3wt.% 연료심은 밀도차이 없

이 균일한 상태를 보여주고, 5wt.%, 7wt.% 연료심은 하부에서 약간 낮은 밀도 값을 보이고, 

10wt.% 연료심은 상부와 하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 값을 보였는데, 이는 사출주조 특성

상 주조가 균일하게 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밀도 값은 희토류 함유

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대략 ±0.1g/cm3 편차로 연료심은 균일한 상태를 보였다.

개량사출추조법으로 제조된 희토류 연료심에 대한 화학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시편 준비는 

밀도측정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준비하였고, 시료부족으로 측정하지 못한 희토류 함량 1wt.%를 

제외하고 3wt.%, 5wt.%, 7wt.%, 10wt.%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3-1-12~1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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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 개량사출주조(S14-03)로 제조된 U-10Zr-3RE 연료심 합금 조성

원소

부위

U
(wt.%)

Zr
(wt.%)

Si
(ppm)

Ce
(wt.%)

La
(wt.%)

Nd
(wt.%)

Pr
(wt.%)

상  부

1 89.0 10.1 103 0.66 0.12 1.10 0.36

2 86.6 10.7 742 0.68 0.12 1.12 0.36

3 86.8 10.1 141 0.65 0.12 1.19 0.36

중  부

1 86.8 10.1 167 0.65 0.12 1.13 0.37

2 89.9 9.9 145 0.56 0.10 0.94 0.31

3 88.0 9.9 196 0.70 0.12 1.11 0.39

하  부

1 88.5 10.1 346 0.65 0.12 1.11 0.36

2 87.8 10.4 805 0.67 0.12 1.15 0.37

3 87.16 10.21 169 0.74 0.14 1.27 0.42

표 3-1-13. 개량사출주조(S14-06)로 제조된 U-10Zr-5RE 연료심 합금 조성

원소

부위
U

(wt.%)
Zr

(wt.%)
Si

(wt.%)
Ce

(wt.%)
La

(wt.%)
Nd

(wt.%)
Pr

(wt.%)

상  부

1 86.7 9.9 0.026 1.167 0.114 1.428 0.452

2 87.7 9.9 0.026 1.101 0.109 1.445 0.458

3 86.3 10.1 0.035 1.102 0.106 1.368 0.463

중  부

1 87.5 10.2 0.034 0.930 0.114 1.494 0.452

2 87.7 10.5 0.034 1.075 0.102 1.363 0.451

3 86.7 10.3 0.037 1.030 0.103 1.329 0.452

하  부

1 86.3 10.8 0.062 1.183 0.123 1.541 0.476

2 86.9 10.2 0.072 1.150 0.115 1.477 0.488

3 86.83 10.71 0.130 1.151 0.109 1.461 0.481

표 3-1-14. 개량사출주조(S14-04)로 제조된 U-10Zr-7RE 연료심 합금 조성

원소

부위
U

(wt.%)
Zr

(wt.%)
Si

(wt.%)
Ce

(wt.%)
La

(wt.%)
Nd

(wt.%)
Pr

(wt.%)

상  부

1 86.4 10.8 0.032 0.920 0.127 1.441 0.514

2 86.5 10.5 0.030 0.966 0.120 1.463 0.534

3 86.8 10.5 0.037 0.886 0.124 1.463 0.470

중  부

1 85.7 10.8 0.031 1.051 0.131 1.537 0.533

2 87.1 11.0 0.023 0.777 0.126 1.168 0.512

3 87.1 10.7 0.021 0.861 0.114 1.384 0.451

하  부

1 86.7 10.3 0.034 1.022 0.127 1.673 0.490

2 87.0 10.4 0.060 1.016 0.129 1.534 0.452

3 87.13 10.40 0.072 0.969 0.126 1.465 0.510



- 81 -

표 3-1-15. 개량사출주조(S14-05)로 제조된 U-10Zr-10RE 연료심 합금 조성

원소

부위
U

(wt.%)
Zr

(wt.%)
Si

(ppm)
Ce

(wt.%)
La

(wt.%)
Nd

(wt.%)
Pr

(wt.%)

상  부

1 83.9 10.3 118 0.108 3.143 3.116 0.514

2 83.2 10.1 147 0.102 3.014 2.990 0.497

3 84.9 10.0 137 0.089 2.640 2.602 0.443

중  부

1 83.5 10.0 149 0.101 3.072 3.056 0.510

2 83.1 10.1 168 0.098 2.956 2.934 0.490

3 84.0 10.2 236 0.093 2.851 2.821 0.474

하  부

1 83.2 10.3 558 0.105 2.513 3.120 0.513

2 83.5 10.0 683 0.139 2.625 3.539 0.581

3 82.12 10.28 938 0.183 2.857 4.115 0.675

희토류 연료심의 합금조성 평가결과, Zr 함량은 장입함량과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 U 함량

은 장입함량에 비해 약간씩 높게 나왔고, 희토류 원소 함량은 장입농도보다 적게 나왔다. U과 

희토류 원소의 회수율에 대해서 그림 3-1-14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U 함량 회수율은 장입

함량보다 모두 높게 나왔고, 희토류 원소 회수율은 장입함량에 미치지 못했다. 그림 

3-1-14(a)에서 U 함량 회수율은 희토류 함량이 커질수록 U 회수율도 장입함량 보다 커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림 3-1-14(b)에서 희토류 함량은 장입함량이 커질수록 회수율이 적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U 회수율과 희토류 원소 회수율은 서로 반비례관계를 보였으며, 희토류 함량

이 적을수록 장입함량에 근접한 회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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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U-10Zr-RE 금속연료심의 합금원소 회수율: (a) U 회수율, (b) 희토류원소 회수율

개량사출주조법으로 제조된 희토류 연료심의 희토류 함량에 따른 석출물 상태 및 석출물의 

분포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희토류 함량 1wt.%, 5wt.%, 10wt.% 연료심에 대해 SEM/EDX 분

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1-15은 희토류 함량 1wt.% 연료심 기지에 분포된 석출물을 나타내

었다. 그림 3-1-15(a)에서 연료심 기지조직에 석출물이 형상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고, 그림 

3-1-15(b)에서 석출물 형상은 약 10㎛ 크기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 석출물 형상과 연료심 

단면에 대한 EDX 분석 결과는 표 3-1-16에 나타내었고, 희토류 1wt.% 연료심은 희토류 함량이 

소량이라 완전한 석출물 이루지 못하고 균일하게 분포하는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었다.

  

(a)                                       (b)

그림 3-1-15. 희토류 연료심 U-10Zr-1wt.%RE SEM/EDX 분석 결과: (a) x200, (b) x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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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6. 희토류 연료심 U-10Zr-1RE EDX 조성결과: (a) 연료심 단면, (b) 석출물 형상

(a)                            (b)

Element wt.%

U 87.1

Zr 9.8

Nd 0.6

Ce 1.2

Pr 0

La 1.3
     

Element wt.%

U 85.4

Zr 10.1

Nb 1.2

Ce 1.7

Pr 1.3

La 0.9

그림 3-1-16은 희토류 함량 5wt.% 연료심 기지에 분포된 석출물을 나타내었다. 그림 

3-1-16에서 지르코늄 석출물과 희토류 석출물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연료심 기지조직에 희토

류 석출물은 구형 형상으로 약 10~20㎛ 크기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 석출물에 대한 EDX 

분석 결과는 표 3-1-17에 나타내었다.

Zr

RE

(a)                                       (b)

그림 3-1-16. 희토류 연료심 U-10Zr-5wt.%RE SEM/EDX 분석 결과: (a) x200, (b) x500

표 3-1-17. 희토류 연료심 U-10Zr-5RE EDX 조성결과: (a)지르코늄 석출물, (b) 희토류 석출물

(a)                            (b)

Element wt.%

U 2.4

Zr 82.8

Nd 4.0

Ce 3.5

Pr 2.5

La 4.8
     

Element wt.%

U 01.6

Zr 11.8

Nb 46.5

Ce 16.1

Pr 16.1

La 8.0

그림 3-1-17은 희토류 함량 10wt.% 연료심 기지에 분포된 석출물을 나타내었다. 그림 

3-1-17(a)에서 많은 양의 석출물이 균일하게 분포하였다. 희토류 석출물의 크기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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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b)에서 약 10㎛~40㎛ 크기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석출물은 희토류 원소 

중 다량 함유된 Nd, Ce가 확실히 검출되었고, 연료심 단면은 조성비율이 각 원소 함량에 유사

하게 검출되었다. 석출물과 연료심 단면에 대한 EDX 분석 결과는 표 3-1-18에 나타내었다.

                   (a)                                       (b)

그림 3-1-17. 희토류 연료심 U-10Zr-10wt.%RE SEM/EDX 분석 결과: (a) x200, (b) x500

표 3-1-18. 희토류 연료심 U-10Zr-10RE EDX 조성결과: (a)지르코늄 석출물, (b) 희토류 석출물

(a)                            (b)

Element wt.%

U 80.3

Zr 9.8

Nd 2.0

Ce 3.4

Pr 2.0

La 2.6
     

Element wt.%

U 1.7

Zr 0.5

Nb 52.5

Ce 22.7

Pr 16.2

La 6.3

개량사출주조법으로 제조된 희토류 연료심은 희토류 석출물은 지르코늄 석출물과 같이 연료

심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한다. 또한, 희토류 함량이 많을수록 분포상태가 세밀하고, 석출물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나타냈다.

개량사출주조법으로 제조된 희토류 연료심의 희토류 함량에 따른 석출물 분포상태 및 연료

심 면적에 따른 석출물의 분율을 알아보았다. 연료심 전체 단면에서 수행하는데 무리가 있었

으므로, 연료심 단면 ×200 이미지에서 수행하였고, 연료심에서 Zr 원소는 기지조직에 많은 

양이 녹아들고, 대부분의 석출물은 희토류 석출물이므로, 모든 석출물이 희토류 석출물이라는 

가정 하에 분율 측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3-1-18은 희토류 함량 3wt.% 연료심 단면의 석출물 분포상태를 나타내었다. 그림 

3-1-18에서 분포하고 있는 석출물마다 크기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연료심 전체적

으로 고르게 석출물이 분포하는 것을 나타낸다. 표 3-1-19은 그림 3-1-18의 석출물 분율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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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값을 나타냈다. 분율 측정값은 희토류 함량에 근접한 값을 나타냈다.

    

(a)                                       (b)

그림 3-1-18. 희토류 연료심 U-10Zr-3RE 이미지(×200): (a) 원본 이미지, (b) 분율 측정 이미지

표 3-1-19. 희토류 연료심 U-10Zr-3RE 분율 측정 결과

   

% 면적

기지조직 96.9

석출물 3.1

희토류 함량 5.wt% 연료심은 2부분에서 분율 측정을 한 것을 그림 3-1-19(b)에서 석출물

의 크기가 그림 3-1-19(d)보다 조대한 석출물을 나타냈다. 따라서 연료심의 석출물의 크기는 

석출물이 조밀하게 많이 분포하는 범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석출물을 나타낸다. 표 

3-1-20는 그림 3-1-19의 석출물 분율 측정값과 모든 point에서의 분율 측정 평균값을 나타

냈다. 분율 측정 point에 대해서 석출물 분율 값이 차이가 있지만, 분율 평균값은 희토류 함

량에 근접한 값을 나타낸다.

    

(a)                                       (b)



- 86 -

    

(c)                                       (d)

그림 3-1-19. 희토류 연료심 U-10Zr-5wt.%RE 이미지(×200): (a) 원본 이미지 1point, 

(b) 분율 측정 이미지 1point, (c) 원본 이미지 2point, (d) 분율 측정 이미지 2point

표 3-1-20. 희토류 연료심 U-10Zr-5wt.%RE 분율 측정 결과: (a) 1point, (b) 2point, (c) 분율 평균값

(a)                            (b)                           (c)

% 면적

기지조직 94.9

석출물 5.1

% 면적

기지조직 95.0

석출물 5.0

% 면적

기지조직 94.9

석출물 5.1

그림 3-1-20은 희토류 함량 7wt.% 연료심 단면의 석출물 분포상태를 나타내었다. 그림 

3-1-20에서 희토류 석출물의 양은 적지만, 연료심 전체적으로 고르게 석출물이 분포하는 것

을 나타낸다. 표 3-1-21은 그림 3-1-20의 석출물 분율 측정값을 나타냈다. 분율 측정값은 

희토류 함량보다 약간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연료심의 측정 point에 따라 석출물의 밀집분포

가 차이가 있고, 측정 point가 석출물이 다른 부분보다 적은 부분을 측정한 것으로 보인다.

    

(a)                                       (b)

그림 3-1-20. 희토류 연료심 U-10Zr-7wt.%RE 이미지(×200): (a) 원본 이미지, (b) 분율 측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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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1. 희토류 연료심 U-10Zr-7wt.%RE 분율 측정 결과

% 면적

기지조직 97.3

석출물 2.7

희토류 함량 10.wt% 연료심은 3부분의 분율 측정을 하였다. 분율 측정을 한 것은 그림 

3-1-21에 나타내었다. 석출물의 크기에서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3등분 모두 연료심 전

체적으로 석출물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그림 3-1-21의 3부분에 대한 석출물 분율 측정값

과 3등분에 대한 평균값은 표 3-1-22에 나타냈다. 3부분 모두 희토류 함량보다 낮은 값의 석

출물 분율을 나타낸다. 연료심 주조시 희토류 함량이 10wt.%로 Zr 함량과 같이 주조 할 경우

는 희토류 원소가 기지조직에 일정량이 녹아들어서 석출물로 형성이 되지 않고 기지조직에 포

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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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그림 3-1-21. 희토류 연료심 U-10Zr-10wt.%RE 이미지(×200): (a) 원본 이미지 1point, (b) 분율 측정 이미지 

1point, (c) 원본 이미지 2point, (d) 분율 측정 이미지 2point, (e) 원본 이미지 3point, (f) 분율 측정 이미지 3point

표 3-1-22. 희토류 연료심 U-10Zr-10wt.%RE 분율 측정 결과: (a) 1point, (b) 2point, (c) 3point, (d) 분율 평균값

(a)                   (b)                 (c)                 (d)

%면적

기지조직 94.68

석출물 5.32   

%면적

기지조직 93.06

석출물 6.94   

%면적

기지조직 94.90

석출물 5.10   

%면적

기지조직 94.21

석출물 5.79

개량사출주조법으로 제조된 희토류 연료심의 석출물 분율 측정한 결과 희토류 석출물은 석

출물의 크기가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연료심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희토류 함량이 

3wt.%, 5wt.%로 적은 경우는 위해 석출물 분율이 희토류 함량 거의 근접한 분율 값을 나타

내고, 희토류 함량이 7wt.%, 10wt.%로 고함량의 경우 희토류 원소가 완전히 석출되지 않고, 

기지조직에 녹아들면서 희토류 함량보다 약간 낮은 분율 값을 나타냈다. 또한 대부분 희토류 

석출물이 연료심 전체적으로 고르고 분포하지만, 일정 범위에 따라서 석출물의 밀집에는 약간

의 차이를 나타냈다.

2. 휘발방지 연료심 주조방법 평가

가. 휘발방지 연료심 제조시험

금속연료심은 직경 대비 길이가 크고 부피 대비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주조법 중 사

출주조법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ANL에서는 1962년 EBR-II 최초 장입 연

료를 시작으로 1994년 운전중지 될 때까지 약 30년간 약 17만개의 우라늄합금 연료심과 약 

1000개의 Pu를 넣은 3원계 합금 연료심을 사출주조법으로 제조하였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를 파이로공정을 통하여 재순환하여 핵연료로 사용할 경우 장수명 핵종 중 높은 증기압을 가

지는 휘발성 원소가 함유될 경우 기존 사출주조법에 의한 금속핵연료 제조 방법에는 휘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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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이 발생된다. 이것은 장수명 핵종을 반감기가 짧은 핵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순수 목적

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용 시설물의 오염, 작업자의 방사선 노출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휘발성 원소의 휘발 제어가 가능한 개량사출주조 공정법을 적용하여 

휘발방지 연료심 제조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주조장치는 실험실 규모의 소형유

도 용해로로  그림 3-1-22에 나타내었다. 하부 챔버는 고주파에 의해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유도가열 구리코일과 장입 원료가 용해되는 도가니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 중 유도가열 구리

코일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코일과 도가니 사이에는 단열 흑연재를 사용하였고 유도코일 

안쪽은 냉각수로 냉각하였다. 상부 챔버는 주조 전후 석영몰드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1-23는 본 실험에 사용된 개량사출주조장치 상부주형부를 보

여준다. 우라늄 합금 용탕에 침적되는 석영몰드 한쪽 끝부분은 용탕 상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일부 산화된 슬래그나 불순물 부유 물질에 의해 막히지 않도록 45도 각도를 두었다. 

 

   

그림 3-1-22. 금속연료심 제조용 개량사출주조장치

  그림 3-1-23. 개량사출주조장치 상부 주형부 

재순환 핵연료에 포함되는 장수명 핵종 중 가장 증기압이 큰 원소는 Am이다. Am의 증기압

은 일반 사출주조 온도에서 Pu 보다 3승 U 보다 5승 높은 증기압을 가진다. 문헌조사에 따르

면 Am과 유사한 증기압을 가지는 원소로는 Sm과 Mn이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취급이 용이

한 Mn을 사용하였다. 원료 장입은 Zr, Mn, U 순으로 하여 용융점이 낮은 금속이 위에서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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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남은 금속을 적심으로써 고온에서 연료손실 가능성을 최소로 하였다. 온도 조절은 PID 제

어로 프로그램화 하여 자동화하였으며 유도코일 부위와 도가니 내부는 온도 편차가 크므로 

PID 제어 온도는 양방향 스위치를 두어 프로그램 온도와 목표온도 편차를 최소화 하였다. 흑

연도가니가 500℃로 상승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이며 흑연단열재를 포함한 흑연집합

체에 포함될 수 있는 수분을 방출하기 위해 약 5분간 유지하였다. 흑연도가니 내부가 1600℃

까지 상승하는데 약 25분 소요되며 금속연료물질 원료인 우라늄과 지르코늄이 잘 혼합되도록 

1600℃에서 약 10분간 유지하였고 출탕온도는 약 1500℃에서 수행하였다. 도가니 내부 온도

가 약 700℃일 때 아르곤 분위기압을 300 torr로 하여 휘발을 제어하였다.

나. 휘발방지 연료심 특성평가

본 실험에 적용된 개량사출주조 공정조건을 표 3-1-23에 나타내었다. 최대 합금화 온도와 

개량사출주조 온도는 각각 1600℃와 1530℃으로 동일조건으로 하였다. 석영 몰드의 예열은 

예열 장치를 따로 가동하지 않고 용융된 우라늄 합금에서 발산되는 열을 이용하였다. 용융된 

우라늄 합금 위에서 유지시간과 석영몰드가 용융된 우라늄 합금에 침적되어 유지되는 시간은 

각각 9초와 5초로 하였다. 예열 온도가 과도할 경우 석영 몰드에 충진된 합금 용탕이 흘러내

려 주조된 연료심은 길이가 짧아지는 결함이 발생될 수 있고 반대로 예열 온도가 충분하지 않

을 경우 합금 용탕이 석영몰드에 완전히 충진하기 전 응고가 일어나는 결함이 발생하므로 건

전한 연료심 주조를 위해선 적절한 예열 조건이 요구된다. 본 실험에서는 취급이 용이한 모의 

연료심 구리를 통한 예비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예열시간을 결정하였다. 

표 3-1-23. 휘발 연료심 개량사출주조 공정변수

Casting No.

Parameter
#S13-03 #S13-04 #S13-05 #S13-06

Alloy compositions (wt.%) U-10Zr U-10Zr-5Mn U-10Zr-5Mn U-10Zr-5Mn
Melting temp. (℃) 1600 1600 1600 1600
Casting temp (℃) 1530 1530 1530 1530

Preheating

Ni/Cr heating(℃) No No No No
Holding above 

melt (sec) No No No No

Holding into melt 
(sec) 9 9 9 9

Holding time (sec) 5 5 5 5

Initial Pressure
(at temperature)

300mmHg
(700℃)

300mmHg
(700℃)

10mtorr
(20℃)

300mmHg
(700℃)

Pressurizing rate (kgf/cm2) 1.2 1.2 1.5 2.0
Crucible Graphite Graphite Graphite Graphite

Crucible Coating Y2O3 Y2O3 Y2O3 Y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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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번호 S13-03과 S13-05는 같은 주조 공정조건에서 비휘발 연료심과 휘발 연료심 주조

를 비교한 실험인데 그림 3-1-24에서와 같이 비휘발 연료심은 일반 사출주조 공정에서 휘발

정도가 미소하므로 연료심 제조에 문제가 없지만 휘발 연료심을 일반 사출주조 공정에서 수행

할 경우 휘발 연료 성분이 다량 증발되어 연료심 주조부품(도가니, 도가니 받침대 등) 및 장치

(유도코일)를 심하게 오염시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림 3-1-24. 진공사출주조법에 의한 휘발 연료심 주조시 휘발현상  

주조번호 S13-04는 U-10Zr 용해주조 공정조건을 바탕으로 U-10Zr-5Mn 연료심 주조에 

적용한 것이다. 2원계 합금에 비해 3원계 합금은 상태도 상에서 고상과 액상의 공존영역이 확

대됨으로 인한 유동성이 저하되므로 용탕 가압조건을 1.1kgf/cm2에서 1.2kgf/cm2으로 증가

시키고 연료심 휘발 원소가 휘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원료 금속이 용해되기 전 불활성 아

르곤 가스압을  300 torr로 유지하였다. 원료 금속의 완전 용해 및 합금화 공정을 끝낸 후 우

라늄 합금 용탕이 석영몰드에 주입이 용이하도록 약 20초간 진공배기 공정을 수행하고 연후 

가압공정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용해주조 부품은 U-10Zr 연료심 주조실험에서와같이 휘발

성 원소에 의한 오염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림 3-1-25에서와 같이 제조된 연료심

은 석영몰드 전체 길이만큼 주조 되었고 표면상태도 아주 양호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내

부결함 검사를 위한 감마레이 결과에서 연료심 상부와 하부에서 주조결함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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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25. 용해번호 S13-04에서 제조된 연료심 (a) U-Zr-Mn 연료심, (b) gamma-ray radiography

용해번호 S13-05에서는 S13-04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제어하기 위해 가압조건을 

1.2kgf/cm2에서 1.5kgf/cm2으로 증가시켰다. 용해 및 주조 후 U-10Zr-5Mn 연료심과 연

료심 내부결함 검사를 위한 감마레이 결과를 그림 3-1-26에 나타내었다. U-10Zr-5Mn 연료

심 길이는 용해번호 S13-04와 같이 석영몰드 전체 길이만큼 주조되었고 내부결함은 연료심 

상부와 하부 끝단부에서 일부 관측되었지만 S13-04 공정조건에서 연료심 결과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후속 연료심 제조 공정에서 연료심 양 끝단 부위는 절단되므로 

S13-05 연료심 주조결과는 연료심 품질사양에 적합한 공정조건으로 판단되었다.     

    

(a)

(b)

그림 3-1-26. 용해번호 S13-05에서 제조된 연료심 (a) U-Zr-Mn 연료심, (b) gamma-ray radiography

용해번호 S13-06 주조공정 조건은 용해번호 S13-04 주조공정 조건에서 연료심 용탕을 가

압하기 전 진공배기 공정을 생략하고 연료심 용탕을 가압 후 석영몰드에 발생할 수 있는 반발

압을 고려하여 가스압력을 1.5kgf/cm2에서 2.0kgf/cm2로 증가시켰다. 실험결과 

U-10Zr-4Mn 연료심과 감마레이 검사결과를 그림 3-1-27에 나타내었다. 연료심의 길이는 반

발압에 의해 앞서 주조공정에 비해 약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 감마레이 결과에서는 주조결

함 없이 건전한 내부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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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27. 용해번호 S13-06에서 제조된 연료심 (a) U-Zr-Mn 연료심, (b) gamma-ray rad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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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휘발연료심 U-10Zr-5Mn 부위별 밀도 변화

연료심 상, 중, 하 부위별 밀도를 그림 3-1-28에 나타내었다. 각 공정별 제조된 연료심의 

밀도는 약 0.2g/cm3 편차값으로 균일한 값을 가지고 연료심 품질사양을 만족하였다. 용해번

호 S13-04에서 연료심 상부에서 밀도 값이 낮은 것은 감마레이 결과에서와 같이 상부에 수축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U-10Zr-5Mn 연료심 제조시 휘발성 원소가 휘발될 경우 기지 원

소인 U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용해번호 S13-05와 같이 밀도 값은 상승하게 되는데 용해번호 

S13-04와 용해번호 S13-05에서 연료심의 밀도 값은 서로 비슷한 값을 가지고 휘발성 원소인 

Mn의 휘발이 억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용해번호 S13-04와 S13-05는 공정조건

은 다르지만 연료심 휘발성 측면에서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연료심 부

위별 ICP-AES 분석결과를 표 3-1-24~26에 나타내었다. 불순물 원소인 C, N, O 그리고 Si 



- 94 -

의 농도는 2000ppm 이하로 연료심 품질요건을 만족하였다. 연료심 밀도 결과 값에서와 같이 

일반사출주조시 휘발성 원소인 Mn은 휘발되어 연료심에 약 2wt.%정도 잔류하였고 기지 원소

인 U 함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휘발제어를 위한 개량사출주조 공정

(S13-04, S13-06)에서는 휘발성 원소인 Mn 이 휘발되지 않고 연료심 목표조성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용해주조 후 각 공정에 대한 연료손실율을 표 3-1-27에 나타내었다. 휘발

성 원소가 휘발될 경우(S13-05) 연료손실율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개량사출주조에 의한 

연료손실율은 일반 사출주조에서와 같이 유사한 연료손실율을 보였다.

표 3-1-24. 개량사출주조(S13-04)법으로 제조된 휘발연료심 U-10Zr-5Mn 합금조성  

원소
부위

U
(wt.%)

Zr
(wt.%)

Mn
(wt.%)

Si
(wt.%)

C
(ppm)

H
(ppm)

O
(ppm)

N
(ppm)

상

부

1 85.0 10.2 5.08 <0.005 0.01 0.0014 0.061 0.004

2 85.3 10.2 5.08 <0.005 0.006 0.0005 0.048 0.001

3 84.9 10.5 5.24 <0.005 0.004 0.0004 0.047 0.001

중

부

1 84.6 10.5 5.22 0.03 0.003 0.0002 0.068 0.001

2 85.1 10.1 5.16 <0.005 0.006 0.0002 0.063 0.001

3 84.7 10.6 5.49 <0.005 0.003 0.0002 0.052 0.001

하

부

1 85.5 10.1 5.15 0.000004 0.007 0.0004 0.123 0.001

2 84.9 10.4 5.25 0.000009 0.006 0.0002 0.132 0.002

표 3-1-25. 일반사출주조(S13-05)법으로 제조된 휘발연료심 U-10Zr-5Mn 합금조성

원소
부위

U
(wt.%)

Zr
(wt.%)

Mn
(wt.%)

Si
(wt.%)

C
(ppm)

H
(ppm)

O
(ppm)

N
(ppm)

상

부

1 87.7 10.9 1.81 0.01 60 3 710 20

2 87.8 10.5 1.73 0.01 50 2 820 20

3 88.0 10.5 1.56 0.02 70 5 760 20

중

부

1 88.3 10.9 1.49 0.03 20 1 990 10

2 89.1 10.5 1.51 0.02 50 1 800 20

3 87.0 10.6 1.53 0.01 20 1 780 20

하

부

1 88.2 10.8 1.53 0.04 70 1 1120 20

2 88.7 10.7 1.53 0.09 80 3 16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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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6. 개량사출주조(S13-06)법으로 제조된 휘발연료심 U-10Zr-5Mn 합금조성

원소
부위

U
(wt.%)

Zr
(wt.%)

Mn
(wt.%)

Si
(wt.%)

C
(ppm)

H
(ppm)

O
(ppm)

N
(ppm)

상
부

1 85.2 10.7 5.10 0.01 70 6 480 10

2 84.9 10.7 4.99 0.005 70 6 500 10

3 84.7 10.6 5.11 0.01 60 6 510 10

중
부

1 86.0 10.5 4.96 0.02 50 6 610 10

2 84.0 11.0 5.08 0.02 70 6 340 10

3 85.5 10.5 5.02 0.03 60 5 770 10

하
부

1 84.4 10.5 5.04 0.09 60 5 1190 10

2 84.1 10.8 5.02 0.03 90 5 820 10

표 3-1-27. 휘발 연료심 개량사출주조 후 연료손실

　
Casting

part

S13-04 S13-04 S13-05 S13-06

Mass Fraction Mass Fraction Mass Fraction Mass Fraction

(g) (%) (g) (%) (g) (%) (g) (%)

Before
casting

Crucible 584.9 100 655 100 607.2 100 608.2 100

After
casting

Crucible
assembly

498.4 85.21 573.8 87.6 497.1 81.87 538.7 88.57

Mold
assembly

85.8 14.67 79.3 12.11 91.3 15.04 68.2 11.21

Fuel loss 0.7 0.11 1.9 0.29 18.8 2.63 1.3 0.21

다. 휘발방지 연료심 주조방법 선정

(1) 휘발방지 연료심 제조시험

본 시험에서는 2013년도 휘발 연료심 제조시험에서 휘발 제어가 가능한 개량사출주조 공정

변수를 세분화 하여 평가하였다. 본 시험에 사용된 주조장치는 실험실 규모의 소형유도 용해

로로 희토류 연료심 제조시험에 수행했던 장치와 동일하다. 하부 챔버는 고주파에 의해 전자

기장을 발생시키는 유도가열 구리코일과 장입 원료가 용해되는 도가니로 구성되어 있다. 재순

환 핵연료에 포함되는 장수명 핵종 중 가장 증기압이 큰 원소는 Am으로 본 시험에서는 Am

과 유사한 증기압을 가지는 Mn을 사용하여 휘발방지 연료심 주조방법 평가 시험을 수행하였

다. 시험방법은 2013년 휘발 연료심 제조시험 조건과 동일하며 예비 반복시험을 통하여 휘발 

연료심 제조 개량사출주조 조건을 설정하였다. 본 시험에 수행된 개량사출주조 공정변수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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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에 나타내었다. 2013년도 시험결과에서와 같이 휘발원소의 휘발 정도는 분위기압에 

좌우되므로 분위기압을 400, 600, 200 torr로 세분화 하여 분위기압 영향을 평가하였다. 재

순환 연료심 제조에 있어 휘발방지뿐만 아니라 건전한 연료심이 가능한 최대크기로 제조되어

야 하므로 사출압력의 영향도 함께 평가하였다. 표에서 시험 No. 1~3은 휘발 연료심 제조시 

분위기압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 No. 1과 No. 4는 사출가압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연료심 원료물질은 최초 고진공도에서 가열되고 약 900℃에서 아르곤 분위기로 

설정하였다. 

표 3-1-28. 휘발 연료심 개량사출주조 공정변수

Casting No.
Parameter

No. 1 No. 2 No. 3 No. 4

Alloy compositions (wt.%) U-10Zr-5Mn U-10Zr-5Mn U-10Zr-5Mn U-10Zr-5Mn

Melting temp. (℃) 1600 1600 1600 1600

Casting temp (℃) 1400 1400 1400 1400

Preheating (℃) 600 600 600 600

Holding time (sec) 2 2 2 2

Initial Pressure
(at temperature)

400mmHg
(900℃)

600mmHg
(900℃)

200mmHg
(900℃)

400mmHg
(900℃)

Pressure (bar) 2.3 2.3 2.3 2.8

Crucible Coating Y2O3 Y2O3 Y2O3 Y2O3

     

개량사출주조 요건에 따른 제조된 휘발 연료심을 그림 3-1-29에 나타내었다. 제조된 휘발 

연료심에는 외관상 hot tear나 수축결함과 같은 주조 결함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두께 변화 없

이 건전하게 주조되었다. 휘발 연료심 길이는 분위기압이 400 torr일 때 200mm, 600 torr

일 때 약 170mm, 200 torr일 때 약 230mm로 분위기압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불균일한 용탕 충진에 의한 연료심 단락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림 3-1-29 (d)는 

시험 No. 1 조건에서 사출압을 0.5bar로 증가시킨 것으로 연료심의 길이는 약 10mm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휘발 원소의 휘발 방지와 함께 목표하는 크기의 연료심 제조를 

위해서는 분위기압과 사출가압의 적절한 제어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휘발 연료심 제조 후 물질수지표를 표 3-1-29 에 나타내었다. 분위기압 400, 600 torr에

서 휘발 연료심 제조 후 연료손실은 각각 0.04%, 0.06%으로 분위기압 200 torr에서 연료심 

제조 후 연료손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보이는 것은 휘발 원소의 휘발로 생각할 수 있으

나 그 값이 크지 않으므로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연료심 화학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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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1-29. 개량사출주조법에 의해 제조된 휘발 연료심: 

(a) 시험 No. 1 (b) 시험 No. 2 (c) 시험 No. 3 (d) 시험 No. 4

표 3-1-29. 휘발 연료심 개량사출주조 후 연료손실

　
Casting

part

No. 1 No. 2 No. 3 No. 4

Mass Fraction Mass Fraction Mass Fraction Mass Fraction

(g) (%) (g) (%) (g) (%) (g) (%)

Before
casting

Crucible 428.07 100 420.19 100 419.31 100 498.11 100

After
casting　

Crucible
assembly

362.25 84.62 365.00 86.87 347.32 82.83 430.02 86.33

Mold
assembly

65.50 15.30 55.00 13.09 69.69 16.62 67.55 13.56

Fuel loss 0.32 0.06 0.19 0.04 2.30 0.47 0.54 0.09

(2) 휘발방지 연료심 특성평가

금속연료심 제조공정중의 휘발을 방지하기 위한 금속연료심은 개량사출주조법을 이용하여 

용해/주조하여 제조하였다. 연료심 주조 시 분위기 압력 가압 시 온도는 900℃, 출탕압력 가

압 시 온도는 1400℃로 용해는 동일조건으로 하였고, 분위기 압력을 200torr, 400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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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torr 로 하여 휘발방지 연료심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연료심은 내부 결함 및 균질성을 알

아보기 위해 밀도 측정을 하였다. 밀도측정은 사출주조 특성상 주조가 균일하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상단부분과 하단부분 10mm씩 절단 후 9등분으로 절단하여 수침법을 이용하여 

밀도분포를 측정하였다.

14.0

14.5

15.0

15.5

 200torr  400torr  600torr

 

 

 

Fuel Slug Position (from bottom to top)

D
e

n
s
it
y
(g

/c
m

3
)

그림 3-1-30. 휘발연료심 U-10Zr-5Mn 부위별 밀도변화

연료심 상부, 중부, 하부 부위별 밀도를 그림 3-1-30 에 나타내었다. 각 공정별 제조된 연

료심의 밀도는 최대 약 0.5g/cm3 편차값으로 균일한 값을 가지고 있었다. 400torr, 600torr 

연료심은 하단부에 약 0.2g/cm3 편차값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밀도 값을 나타내고 있다. 

200torr 연료심은 400torr, 600torr 연료심보다 약 0.1g/cm3 낮은 정도의 밀도 값을 보여주

는데 주조 시 상대적으로 약간의 미세결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각각의 연료심 부위별 화학조성 분석결과를 표 3-1-30∼32에 나타내었다. 원소별 조성 결

과는 전체적으로 ±1wt.% 미만의 차이로 장입조성과 일치하는 값을 나타냈고, 불순물 원소인 

Si 의 농도도 200ppm 이하로 연료심 품질 요건을 만족하였다. 합금 조성 결과 휘발성 원소

인 Mn의 휘발은 억제되었고, 불순물의 함량도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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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0. 개량사출주조(S14-07, 400torr)로 제조된 U-10Zr-5Mn 연료심 합금 조성

원소

부위
U

(wt.%)
Zr

(wt.%)
Mn

(wt.%)
Si

(wt.%)

상  부

1 85.6 10.1 4.91 0.01

2 84.7 10.0 5.36 0.01

3 85.5 10.1 4.92 0.01

중  부

1 84.1 10.2 5.36 0.02

2 84.0 10.4 5.28 0.02

3 85.8 10.4 4.98 0.02

하  부

1 84.8 10.3 5.26 0.02

2 85.9 10.4 5.01 0.02

3 84.6 10.4 5.14 0.03

표 3-1-31. 개량사출주조(S14-08, 600torr)로 제조된 U-10Zr-5Mn 연료심 합금 조성

            원소

부위
U

(wt.%)
Zr

(wt.%)
Mn

(wt.%)
Si

(wt.%)

상  부

1 85.4 10.1 4.84 0.01

2 84.9 10.0 5.14 0.02

3 84.6 10.2 5.13 0.01

중  부

1 85.5 10.1 5.14 0.02

2 85.4 10.4 5.20 0.02

3 86.0 9.74 4.94 0.01

하  부

1 84.8 10.0 5.07 0.02

2 84.5 10.3 5.44 0.01

3 85.3 10.4 5.55 0.01

표 3-1-32. 개량사출주조(S14-09, 200torr)로 제조된 U-10Zr-5Mn 연료심 합금 조성

원소

부위
U

(wt.%)
Zr

(wt.%)
Mn

(wt.%)
Si

(wt.%)

상  부

1 84.5 10.1 5.18 0.01

2 85.2 10.3 5.25 0.01

3 85.2 9.82 5.18 0.01

중  부

1 84.1 10.1 5.06 0.01

2 84.7 10.0 5.11 0.02

3 84.4 10.2 5.16 0.02

하  부

1 84.2 9.93 5.03 0.02

2 84.5 10.0 5.19 0.02

3 85.3 10.3 5.16 0.06

사출주조법으로 용해/주조된 400torr 휘발방지 연료심의 내부결함 및 조직을 SEM/EDX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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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그림 3-1-31은 연료심 단면에 상단좌측, 중단, 하단 우측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연료심의 상부, 중부, 하부 모두 내부결함은 존재하지 않았다. 

(a)

(b)

(c)

그림 3-1-31. 휘발연료심(400torr) U-10Zr-5Mn 단면 SEM 사진: (a) 상부 , (b) 중부 , (c) 하부

그림 3-1-32는 연료심의 조성분포 상태를 나타냈다. 기지조직 내에 Mn이 전체적으로 같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휘발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퍼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지조직에서 Zr 석출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1-33은 EDX를 이용하여 

연료심 단면의 조성을 분석한 것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Zr 석출물이 많은 부분이라 Zr의 조

성이 많이 나타냈고, Mn도 장입조성과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듯이 용해/주조시 휘발이 억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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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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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3-1-32. 휘발연료심(400torr) U-10Zr-5Mn SEM/EDX 조성분포 결과: (a) 상부 , (b) 중부 , (c) 하부

표 3-1-33. 휘발연료심(400torr) U-10Zr-5Mn EDX 조성분석 결과: (a) 상부, (b) 중부, (c) 하부

 (a)                     (b)                     (c)

Element wt.%

U 58.1

Zr 27.8

Mn 14.1     

Element wt.%

U 65.5

Zr 26.3

Mn 11.2     

Element wt.%

U 52.9

Zr 34.7

Mn 12.4

3. 입자성 금속연료 제조성 평가 

가. 입자형 금속연료 제조공정 개발

소듐냉각 고속로 금속연료는 전통적인 주조 기술을 사용하여 연료심을 제조하고 있으나, 사

출주조 및 중력주조 시 사용하는 석영관 주형 폐기물 발생, 주조 시 휘발성이 높은 마이너 악

티나이드 원소의 손실, 소듐 접합 사용으로 인한 방사성 소듐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를 극복

해야 한다. 입자형 금속연료는 그림 3-1-33과 같이 우라늄 합금의 입자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금속연료로서 현재 미국, 일본, 러시아 등에서 우라늄합금 입자를 이용한 vibro-pack, 

sphere-pack 핵연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원심분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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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활용할 경우 석영관 주형을 사용하지 않고 마이너 악티나이드의 증발이 억제되는 분위기

에서 우라늄 합금 입자를 고수율로 생산 가능하므로, 금속연료의 혁신적인 제조기술의 하나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편 피복재 파단 사고 시 핵물질 또는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등을 고려할 

때 소결체 형태의 핵연료를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소결체 형태의 입자형 

연료를 제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입자 연료를 사용하여 소결체를 제조하려

는 연구에는 저융점 지르코늄 합금을 침투시키는 방법과 매우 미세한 우라늄 분말을 사용하여 

소결하는 방법 등이 있다. 

        
Spherepac

Vipac

그림 3-1-33. 입자연료의 개념과, vibro-pack 그리고 sphere-pack 핵연료 단면 사진

나. 입자형 금속연료 제조성 평가

U-10wt.%Zr 금속연료 입자는 원심분무법으로 제조하였으며 본 실험에 사용된 장치와 제조

된 입자크기를 그림 3-1-34와 표 3-1-34에 나타내었다. U-Zr 입자크기별 소결특성을 알아보

기 위해 U-Zr 입자크기를 325mesh 이하, 100~70mesh, 그리고 50mesh 이상의 크기를 갖

는 3 그룹으로 분류하여 소결실험을 수행하였다. 소결온도는 U-Zr 용융점을 감안하여 1100℃

하고 소결체의 산화와 불순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진공도는 목표온도 도달시까지 10-4torr를 

유지하였다. 상온에서 목표온도까지 약 1시간 소요되고 목표온도에서 약 1시간 유지한 후 로냉

하였다. 흑연 발열체는 고온에서 일부 휘발되어 연료소결에 영향을 미치므로 Mo발열체를 사용

하였다. 그림 3-1-35는 U-Zr 입자크기별 소결결과를 보여준다. 입자크기가 큰 경우 표면 확산

에 의한 일부 소결이 일어났지만 입자크기가 작은(325mesh) 경우 보다 결정도가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입자크기가 서로 다른 분말을 서로 혼합하여 소결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같은 실험조

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1-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세한 입자들은 조대한 입자들 

사이를 충진함으로써 밀도를 높이고 큰 입자와 소결되어 목(neck)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목 부위에서 관찰되는 석출물은 EDX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Zr rich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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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입자형 연료 제조 원심분무장치

  

입자분말 크기 입자분말 중량분율(%)
     50mesh 이상 2.8

70mesh 0.6
100mesh 1.3
170mesh 21.6

230mesh 46.0
325mesh 16.4

     325mesh 이하 11.4
합계 100

 표 3-1-34. 원심분무법으로 제조된 입자분말 크기

   

(a)

   

(b)

그림 3-1-35. U-10wt.%Zr 입자연료를 1100℃에서 1시간 소결 후 미세조직 변화:

(a) 325mesh 이하 입자, (b) 170mesh～230mesh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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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36.  325mesh 이하 입자와 170mesh와 230mesh 사이 크기의 입자를 혼합하여 1100℃에

서 1시간 소결 후 미세조직 변화: (a) x100 (b) x2500 

다. 입자형 금속연료 물성 평가

U-10wt.%Zr 입자연료 제조공정 조건은 전년도에 수행한 소결시험 조건을 바탕으로 하였

다. 입자연료 분말은 동일한 원심분무 조건으로 제조된 U-10Zr 분말 입자를 사용하였고 실험

에 사용된 입자연료 분말크기를 표 3-1-35에 나타내었다. 제조된 입자분말들은 산화 방지를 

위해 진공 데시케이터에 보관되었고 소결시험에 앞서 묽은 질산용액으로 표면 산화막 제거 작

업을 수행하였다. 산화막 제거 시험 후 입자 분말들은 에탄올에서 2~3회 반복 세척되었고 다

시 건조기에서 완전 건조되었다. 소결시험에 사용된 석영주형은 아세톤으로 약 6분간 초음파 

세척하여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완전 제거하였다. 분말 크기별로 충진된 석영주형은 원통형 

흑연 도가니에 장착되었고 석영과 흑연이 반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흑연 표면을 Y2O3로 

코팅하였다. 소결로에 도가니 장입 전 시편 상태를 그림 3-1-37에 나타내었다. 소결시험 조건

은 소결온도 1150℃, 소결유지 시간은 약 80분, 승온 속도는 5℃/min으로 하였다. 소결로 가

열은 상온에서 진공도가 10-5 torr 이하일 때 시작하였다.  

그림 3-1-38는 소결시험 결과 제조된 U-10wt.%Zr 소결체를 나타낸 것이다. 분말 입자크기

가 클수록 제조된 소결체는 외관상 다공성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결체 No. 

3~6는 혼합분말 입자의 소결체로 분말크기 No. 1과 No. 5, No 2와 No 5, No. 3과 No. 5

를 각각 혼합한 것이다. 입자크기가 가장 작은 소결체인 그림 3-1-38(e)는 전체적으로 부피가 

많이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치밀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각각의 입자분말

의 소결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소결체 단면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그림 3-1-39). 그림 

3-1-39(a), (b), (c)는 입자들의 접촉부에서 목이 생성되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것은 소결초기 상태로 서로 접촉하고 있는 입자의 표면적이 감소함으로써 계의 엔탈피

가 감소하는 과정이다. 그림 3-1-39(d)에서 서로 접촉되어 있는 U-Zr 분말은 상당부분 소결

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38에서 소결체 수축과 그리고 그림 3-1-39(e)에서 

미세조직의 소결과정을 본다면 본 실험조건에서 소결기구는 입자연료의 구성 원소가 입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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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neck)으로 이동함으로써 전체부피는 수축하고 치밀화가 일어나는 물질이동기구로 판단된

다. U-10Zr 입자분말이 325mesh 이하인 경우 소결체는 본 실험조건에서 소결 마지막 단계

를 보였다. 입계에서 발견되는 기공이나 기공채널은 없어지고 일부 닫힌 기공들만이 소결체 

외주부에서 관찰되었다(그림 3-1-39(e)). 혼합분말 소결체의 미세조직 결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No. 1분말과 No. 5분말 혼합체의 미세조직 사진을 그림 3-1-39(f)에 나타내었다.

표 3-1-35. 원심분무법으로 제조된 입자 금속연료(U-10wt.%Zr) 분말크기

분말번호 No. 1 No. 2 No. 3 No. 4 No. 5

입자크기
(mesh)

+50 70~50 70~100 100~170 -325

그림 3-1-37. 소결시험 전 U-10wt.%Zr 입자분말로 충진된 석영주형 

그림 3-1-38. 1150℃에서 80 min. 조건에서 소결된 U-10wt.%Zr 금속연료 입자 소결체: 

입자 크기 (a) No. 1 (b) No. 2 (c) No. 3 (d) No. 4 (e) No. 5 (f) No. 1 + No. 5 

(g) No. 2 + No. 5 (h) No. 3 +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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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3-1-39. 1150℃에서 80min. 소결된 U-10wt.%Zr 분말입자의 미세조직: 입자크기 

(a) No. 1 (b) No. 2 (c) No. 3 (d) No. 4 (e) No. 5 (f) No. 1 + No. 5

제2절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 설계 제작

1. 연료심 제조방법 원격성 평가

가. 제조방법 원격성 모델 설계

원자력연구원에서 창안, 개발한 개량사출주조법을 통해서 휘발방지 연료심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기술을 토대로 재순환 연료심 원격제조장치를 제작하고자 장치를 설계하

고 원격성을 평가하였다. 연료심 개량사출주조 원격제조장치는 불활성 분위기의 아르곤가스 

셀 환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셀 가동 중에는 셀 내부로 작업자 접근이 불가능하다. 연료심 

제조장치의 모든 운전 및 고장 시 부품의 교체와 수리 등의 유지보수 작업은 원격 취급 수단

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연료심 제조장치의 개발에 있어서 개념설계, 

설계개발, 그리고 제작과 관련한 모든 제반 사항은 원격 취급측면에서 고려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개량사출주조법에 의한 금속연료심 제조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 EBR-II 및 

FFTF, 그리고 일본 CRIEPI에서는 응용되어 제조성, 생산성, 노내성능 및 원격성이 입증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의 2D 개량사출주조장치 설계도를 바탕으로 원격제어가 가능한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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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사출주조장치 2D를 설계하고 시뮬레이터에서 연료심 제조장치의 원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 그림 3-2-1와 같이 2D 설계치를 다시 3D로 모델링하고, 모델링된 데이터를 시뮬레이터 

환경에 적합하게 처리 및 변환 하였다. Solidworks 모델러를 이용하여 연료심 제조장치의 이

차원 설계도를 삼차원으로 구축하였으며, 또한 구축된 삼차원 상세 모델을 데이터 간략화 과

정을 거쳐 3DXML파일로 변환하였다. 데이터 변환기에서 모델의 Tree 구조화, 파트구조변경,  

모델데이터의 VRML 포맷변경 등의 과정을 통해 3DXML파일을 VRML파일로 변환하고, 이를 

시뮬레이터에 입력하여 가상 연료심 제조장치를 구축하였다.

그림 3-2-1. 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원격성 평가를 위한 3D 데이터 변환

원격제어가 가능한 원격 개량사출주조장치 2D 설계도를 바탕으로 설계된 연료심 제조장치의 

3D 모델과 주요 상세 모듈을 그림 3-2-2~3에 나타내었다. 연료심 개량사출주조 원격제조장치

는 크게 프레임 모듈, 장치 이송 모듈, 챔버 모듈, 리프트 실린더 모듈로 구성된다. 챔버 모듈

은 다시 원격 작업성을 용이하도록 상부 챔버 모듈과 하부 챔버 모듈로 나누었다. 

나. 제조방법 원격성 평가

시뮬레이터에 구축된 가상 연료심 제조장치를 실제 제조시설에서 사용될 동일한 가상 원격 

취급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성을 평가하였다. 연료심 제조장치의 원격성은 원격 운전성과 원격 

유지보수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원격 운전성은 장치에 원료를 투입하고 생산물을 획득하

는데 요구되는 제반 원격 취급작업이며, 원격 유지보수성은 부품 또는 모듈의 고장 시 수리 또

는 교체에 필요한 제반 원격 취급작업을 포함한다. 입력장치를 통하여 시뮬레이터에 설치된 가

상 원격 취급장치를 조종하면서 가상 연료심 제조장치의 접근성, 배치 및 시야확보 등을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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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전                       운전 중                     운전 후

그림 3-2-2. 연료심 개량사출주조 원격제조장치 3D 모델

원격볼트

고주파코일 피드스루

고주파 유도코일

단열파이프

진공펌프 원격 커넥터

쿨링 블로워 원격 커넥터

하부 챔버

1. 하부챔버
2. 고주파 유도코일
3. 단열파이프
4. 고주파코일 피드스루
5. 원격볼트
6. 진공펌프 원격 커넥터
7. 쿨링 블로워 원격 커넥터

 

석영몰드 예열기

미들 챔버

석영몰드 예열기
피드스루

상부 방열 판

하부 방열 판

카메라

1. 중간챔버
2. 석영몰드 예열기
3. 석영몰드 예열기 피드스루
4. 방열 판
5. 카메라

  (a) 하부챔버 모듈                          (b) 중간챔버 모듈

도킹 포스트

석영몰드

원격 그립핸들

1. 석영몰드
2. 원격 그립핸들
3. 도킹 포스트               

원격취급 플랜지

원격 볼트

견인고리

리프트 실린더

1. 리프트 실린더
2. 원격취급 플랜지
3. 원격 볼트
4. 견인고리

(c) 몰드모듈                    (d) 리프트 실린더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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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드프레임 가이드 블록

탑 챔버

몰드 리프트 프레임

리프트 실린더 원격 가이드 핀

핸들 리브

플랜지 잠금 장치

1. 플랜지 잠금 장치
2. 핸들 리브

1. 상부챔버
2. 몰드 리프트 프레임
3. 몰드 프레임 가이드 블록
4. 리프트 실린더 원격 가이드 핀

(e) 상부챔버 및 챔버 락 모듈 

그림 3-2-3. 연료심 개량사출주조장치 주요모듈 

2.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설계 개선

가. 원격제조장치 모듈식 설계 개선

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성공적인 개발, 설치, 운용을 위해서는 연료심 원격제조장치가 설치되

어 운용될 핫셀 시설, 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 등과 같은 설계 요소들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설계ㆍ개발은 핫셀의 작업 환경 및 공간

적 제한성, 원격 운용 전략, 원격 취급장치의 이용 가능성과 제한요소 등을 포함해야한다. 이러

한 요소들은 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운용에 필요한 전기, 아르곤 가스와 같은 유틸리티의 위치, 

기하학적 구조, 취급 대상물 위치까지의 접근성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핫셀의 작업환경과 공간

적 제한성은 연료심 제조장치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총체적으로 연료심 원격제

조장치의 설계는 원격 운용전략, 원격 유지보수 전략, 핫셀에 기 설치된 원격 취급장치 등을 고

려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 조작자 :  핫셀에 설치된 원격취급장치(원격 조작기, 천정이동 양팔서보조작기, 크레인 등)

를 원격으로 운전하는 조작자의 숙련도는 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작자의 경험과 요구사항은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 모듈식 구조 : 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기능적/기계적 구조는 원격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모듈 또는 서브어셈블리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또한 손상된 기계 및 전기 부품도 원격

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 방사능 영향 : 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기계 및 전기부품은 운용 중에 방사능 영향을 받으므

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품의 재료에 대한 방사능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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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설계된 연료심 원격제조장치(2D 설계치)의 원격성 평가 자료(시뮬레이터를 활용하

여 평가함)를 토대로 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원격 취급성을 증대시키는 관점에서 구성 모듈을 

세분화하고 3차원으로 모델링하고 원격성 평가를 통해 설계를 개선하였다. 개량된 연료심 원격

제조장치는 원격취급장치(원격조작기, 천정이동 양팔서보조작기, 크레인, 취급공구 등)를 이용하

여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크게 12개 모듈로 구성하였다. 모듈식으로 구성된 개

량된 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3D 모델은 그림 3-2-4에 나타내었다. 세부 모듈은 프레임 모듈

(A), 챔버 모듈(B), 도가니/분배기 모듈(C), 유도코일 모듈(D), 챔버 하부해치 모듈(E), 주조주형 

모듈(F), 주조주형 몰드 이송 모듈(G), 수평이송 모듈(H), 수직이송 모듈(I), 센서모둘(J), 모니터

링 모듈(K), 컨넥터 모듈(L) 등이다. 또한 연료심 원격제조장치를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유틸리

티(아르곤 가스, 전기 등)를 공급하는 동력전달체계도 원격 유지보수가 가능토록 모듈식으로 설

계하였으며, 유도코일 모듈과 도가니/분배기 모듈을 취급하고 초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전용

취급공구와 부속장치들도 설계에 반영하여 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원격 취급성을 향상시켰다. 

그림 3-2-5은 개량 설계된 연료심 원격제조장치(3D 설계 모델)의 반응 전과 반응 과정의 구성

모듈의 형상의 보여 준다. 반응을 위한 준비 과정, 반응 후 주형주조 몰드를 챔버 외부로 인출

하는 작업은 공압엑튜에이터를 활용한 반자동식과 원격취급장치를 이용한 수동식으로 작업의 

필요성에 따라 복합적으로 원격으로 수행된다. 

그림 3-2-4.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3D 설계 구성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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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3D 설계 모델 

나. 개량 원격제조장치 원격성 평가

(1) 3D 설계모델 원격성 평가 방법 및 절차

설계된 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운전 및 고장 시 부품의 교체, 수리 등과 같은 유지보수 작업

에 대한 원격 취급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설계 단계에서 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3D 설계모델

은 시뮬레이터에서 원격성을 평가한 후,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설계에 재 반영하여 설계의 완성

도를 향상시켰다. 3D 설계모델의 원격성 평가에 활용된 툴은 다음과 같다.

- 시뮬레이터 : 연료심 원격제조장치가 설치되어 가동될 제조시설의 가상환경(디지털 목업)에

서 설계된 연료심 원격제조장치(3D 설계모델)의 개념설계/개발, 접근성, 배치 등의 원격성

을 미리 전산모사 할 수 있는 S/W로 구축된 수단으로 크게 가상 제조시설, 가상 원격 취

급 장치 및 입력 장치로 구성됨

- 가상 원격취급장치 : 실제 제조시설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기계식 원격 조작기,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크레인, 원격 취급공구 등을 S/W로 구축한 가상 장치로 입력장치에 의

해 구동됨

- 입력장치 : 시뮬레이터에 구축된 가상 제조시설에 설치된 가상 원격취급장치를 조종하는 

실제 H/W 장치로 조이스틱, 스페이스볼, 햅틱 장치 등으로 구성됨

(2) 3D 설계모델 원격성 평가 결과 

시뮬레이터에 구축된 가상 연료심 제조장치를 실제 제조시설에서 사용될 동일한 가상 원격 

취급장치(원격조작기, 천정이동 양팔서보조작기, 크레인)와 가상 원격취급공구를 이용하여 각 구

성 모듈의 원격성을 평가하였다. 연료심 제조장치의 원격성은 원격 운전성과 원격 유지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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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원격 운전성은 장치에 원료를 투입하고 생산물을 획득하는데 요구

되는 제반 원격 취급 작업이며, 원격 유지보수성은 부품 또는 모듈의 고장 시 수리 또는 교체

에 필요한 제반 원격 취급 작업을 포함한다. 그림 3-2-6은 시뮬레이터와 시뮬레이터에 구축된 

가상 원격취급장치를 포함하는 가상제조시설 환경 그리고 가상제조시설에 설치된 가상 연료심 

원격제조장치(3D 설계 모델)를 보여 준다. 조작자는 실제 입력장치를 움직이면서 가상제조시설

에 설치된 가상 원격취급장치(BDSM, MSM, 크레인 등) 조종하면서 가상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에 대한 원격성을 평가한다. 그림 3-2-7은 시뮬레이터에 설치된 가상 원격 취급장치를 실제 

입력장치로 조종하면서 가상 연료심 제조장치의 원격 운전에 필요한 원격취급장치의 접근성, 

배치 및 시야확보 등을 평가하는 것을 보여주며, 그림 3-2-8는 고장시 가상 연료심 제조장치 

모듈의 원격 유지보수 및 교체에 필요한 원격 취급장치의 접근성, 배치 및 시야확보 등을 평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가상 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운전과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원격성 평가를 

수행하였고 수행결과, 설계된 연료심 원격제조장치는 원격 운전과 구성 모듈의 고장시 원격 유

지보수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림 3-2-6. 시뮬레이터에 구축된 가상 제조시설과 가상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그림 3-2-7. 가상 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원격 운전에 대한 원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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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가상 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원격 유지보수에 대한 원격성 평가

3.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상세설계

가. 원격제조장치 설계 보완

원격 개량사출주조 장치는 파이로 재처리된 사용후핵연료를 다루기 위한 장치로 완전 차폐시

설에 구축예정이다. 금속연료심 원료는 진공분위기나 불활성 가스에서 비수냉 유도코일에 의해 

가열되고 용융된다. 용탕의 온도가 목표온도에 도달되면 석영몰드는 하강하여 용탕에 침적되고, 

일정시간 경과 후 챔버내부에 불활성 가스를 주입됨으로서 석영몰드에 용탕으로 충진된다. 몰

드에 충진된 용탕이 응고되면 석영몰드 집합체를 분리하여 글로버 박스에서 연료심을 몰드로부

터 분리한다. 본 장치는 방사선 차폐공간인 차폐셀에서 원격조작 및 보수가 이루어지는 i)테이

블모듈, ii)챔버모듈, iii)몰드모듈, 차폐셀 외부에서 조작 및 보수가 이루어지는 iv)진공펌프, 챔

버의 진공 및 가압상태유지를 위한 차폐재의 소손방지를 위한 v)냉각기체 공급 장치, 챔버의 

운전 상태를 감시 및 제어하는 vi)제어장치,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기

록 저장할 수 있는 vii)데이터 수집 장치로 구성된다. 챔버는 삼단 분리/조립이 가능하고 가압 

및 진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그림 6-1∼2). 전년도 설계된 3D 설계를 바탕으로 

원격취급성 및 원격유지보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3D설계를 보완하였다. 중요 설계보완 내용을 

아래에 기술하였다.

그림 3-2-9과 같이 기존의 사출주조장치의 크기는 가로x세로x높이가 각각 

4200x2300x2200 mm 이므로 차폐셀로 장치를 이송하기 위한 트랜스퍼락 장치의 사이즈

의 제약이 우려된다. 따라서 트랜스퍼락 장치의 적정한 이송 사이즈인 2200x2200x2700 

mm 이하가 되도록 프레임모듈을 각각 3개의 모듈로 분할하고 원격취급에 의해 분해, 조

립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변경함 

그림 3-2-10에서 (4)하부 챔버, (5)중간 챔버, (7)상부 챔버는 최대 6bar 까지 압력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설계요소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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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에서 (4)하부 챔버 내부에 냉각공기 유도관을 설치하여 균일한 냉각이 이루어

지도록 설계 변경함

그림 3-2-10에서 (7)상부 챔버가 원격으로 탈부착이 되도록 설계 변경함

그림 3-2-10에서 (9)몰드 모듈이 도가니에 고착되지 않도록 몰드의 끝단을 45도로 경사면

을 주고 몰드는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변경함

그림 3-2-10에서 (9)몰드 모듈이 이송 중 이탈하지 않도록 원격취급이 가능한 잠금장치를 

부가하여 추가 설계함

그림 3-2-10에서 (30)도가니 덮개는 원격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 변경함 

그림 3-2-10에서 (4)하부 챔버 하부에 위치한 열전대의 탈부착 방법을 유도관에 의해 휘

어져 도가니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열전대의 유도관 삽입 방식으로 설계 변경함 

그림 3-2-10에서 (6)하부와 중간 챔버 잠금장치, (7)중간 챔버와 상부 챔버 잠금장치를 수

동조작방식에서 전동조작 방식으로 설계 변경함

그림 3-2-10에서 (7)중간 챔버와 상부 챔버 이송시 공압을 이용하는 방식에서  전동조작 

방식으로 설계 변경함

원격취급 모듈의 구성 및 중요 설계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A. 모듈 조립도의 구성

1) 워킹테이블 모듈                                   

2) 펠렛 용융챔버 모듈 (금속연료 사출주조장치 하부 챔버)      

3) 몰드 예열챔버 모듈 (금속연료 사출주조장치 중간 챔버) 

4) 몰드 수직이송챔버 모듈 (금속연료 사출주조장치 상부 챔버)

5) 몰드 리프트장치 모듈           

6) 챔버 리프트장치 모듈      

7) 챔버 수평이송장치 모듈   

8) 몰드 수평이송장치  모듈 

B. 기기 설계 데이터

1) Working table

- Quantity : 1 set

- Chamber turn turtle table Overall Dimension : 2000L x 2300W x 300H

- Chamber transfer table Overall Dimension : 1800L x 2300W x 2200H

- Mold transfer table Overall Dimension : 800L x 1700W x 300H

- Material : STS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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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가니 용융챔버

- Quantity : 1 set

- Chamber Overall Dimension : φ940 x 400H 

- Flange Dimension   : φ1300 x 40T

- Material : STS 310S

- Vacuum purge port : 1" STS tube 

- Ar purge port : 3/8" lock 

3) 몰드 예열챔버

- Quantity : 1 set

- Chamber Overall Dimension : φ474 x 600H

- Flange Dimension : φ694 x 40T

- Material : STS310S

- Camera : Digital million pixel

- Ar purge port : 3/8" lock

- Furnace : 220V/1h, 30kw 

4) 몰드 수직이송챔버

- Quantity : 1 set

- Chamber Overall Dimension : φ474 x 270H

- Flange Dimension : φ694 x 40T

- Material : STS 310S

- Ar purge port : 3/8" lock

5) 몰드 수직이송 장치

- Quantity : 1 set

- Chamber Overall Dimension : φ165 x 870H 

- Flange Dimension : φ260 x 30T

- Material : STS 316

- Vertical transfer Motor : AC 25W 30rpm 

- Vertical transfer Screw : THK DCM 25x500stroke

6) 챔버 수직이송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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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ntity : 1 set

- Overall Dimension : φ350x860H 

- Air Cylinder Bore : φ100

- Air Cylinder Rod : φ30x500stroke

- Material : STS 304

- Operation Gas Pressure : 6 bar

- Air Cylinder Force of thrust : 471kgf

7) 챔버 수평이송 장치

- Quantity : 1 set

- Bottom Chamber Horizontal transfer : LM guide HSR25 x 3000 stroke

- Material : STS 304

- Worm gear : WHO-80-100 

- Worm gear ratio : 80:1

- Motor : AC 120 W 2300rpm

8) 몰드 수평이송 장치

- Quantity : 1 set

- Mold Custody Pipe Overall Dimension : φ210x470H 

- Mold transfer base plate Overall Dimension : 620x620x67H

- Mold Horizontal transfer : LM guide HSR15 x 2000 stroke

- Material : STS 304

그림 3-2-9. 설계보완 전 원격 개량사출주조 장치 2D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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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설계보완 전 원격 개량사출주조 장치 3D 설계도

나. 원격제조장치 원격성 평가

핫셀에서 금속연료심 원격 제조공정은 크게 금속연료심 제조 준비공정, 금속연료심 원료 용

해공정, 금속연료심 사출주조 후 공정으로 나뉜다. 각 단계에서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 제어 

순서와 원격제조장치 동작변화를 그림 3-2-11와 그림 3-2-12에 각각 나타내었다.

(1) 준비공정

모듈형 금속연료심 사출주조장치의 초기상태는 챔버 준비 테이블에 하부챔버에 중간챔버를 

올려놓은 상태로 모든 모듈이 원격으로 해체가 가능한 상태이며 최초 조립상태를 의미한다(No 

01). 금속연료심 제조준비 공정에서는 먼저 상부챔버를 상승 후 (No. 02) 하부, 중간챔버를 센

터로 이송한다(No. 03). 그림 No. 04에서 챔버리프트 장치를 하강하여 상부, 중간챔버를 전동 

원격 볼트로 체결하고 상부 및 중간챔버를 상승시킨다(No. 05). 중간챔버와 분리된 하부챔버는 

챔버 준비 테이블로 원위치 된다(No. 06). 그림 No. 07은 열전쌍 교체를 위해 전복장치 클램

프를 작동시키고 그림 No. 08은 하부챔버가 상승된 것을 보여준다. 하부챔버가 클램프에 의해 

회전되면(No. 09) 이 상태에서 열전쌍을 교체한다(No. 10). 

하부챔버가 회전하여 원위치가 되면 금속연료심 원료가 장착된 도가니를 하부챔버에 장착한

다(No. 11). 그림 No. 13은 챔버준비 위치에서(No 12) 기준 테이블 밑면에서 올려다 본 그림

이다. 이 때 도가니 덮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잠금 핀을 뽑아(No. 14) 도가니의 덮개 교체가 

가능하다(No. 15). 교체된 도가니 덮개는 도가니를 덮을 수 있는 위치로 회전한다(No. 16). 도

가니 장착이 끝나면(No. 17) 하부챔버를 기준 테이블로 이송한다(No.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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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와 중간챔버를 하강하여 원격 체결 볼트를 해제하고 하부와 중간챔버의 원격 체결 볼트

를 체결한다(No. 19). 그림 No. 20에서 상부챔버를 상승시키고 서로 체결된 하부챔버와 중간

챔버를 준비위치로 이동시킨다(그림 No. 21). 상승된 상부챔버를 하강시키고(No. 22) 몰드집합

체 장착을 위해 몰드리프트 장치를 하강시킨다(No. 23). 조립된 몰드집합체(No. 24)를 그림 

No. 25에서와 같이 거치하고 몰드 수평이송장치를 기준 테이블 중심부로 이송한다(No. 26). 

이송된 몰드집합체 상부는 고정 장치에 의해 고정되고 몰드 리프트 장치에 의해 상승 후(No. 

27) 상부챔버가 상승한다(No. 28). 몰드 수평이송장치에 의해 몰드 거치대가 준비위치로 이송

되면(No. 29) 서로 체결되어 있던 하부, 중간챔버는 기준 테이블 중심부로 이송된다(No. 30). 

리프트 장치에 의해 상부챔버가 하강하고 원격체결볼트에 의해 상부챔버와 중간챔버가 서로 체

결된다(No. 31). 이 상태에서 진공펌프 원격 연결구를 전진시켜 하부챔버와 원격볼트로 체결시

킨다(No. 32). 이로써 연료심 원격 제조를 위한 준비공정이 끝난다.

(2) 용해공정

 진공펌프 시스템과 용해챔버가 원격볼트에 의해 체결되면 진공펌프를 가동시켜 챔버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든다(No. 32). 챔버내부가 목표 진공도에 도달하면 중공형 고주파 유도가열코일

을 이용하여 금속연료심 원료물질을 가열한다(No. 33). 금속연료심 원료물질을 가열 중 적당한 

시점에서 몰드집합체 예열을 시작한다(No. 34). 원료물질이 용해되어 목표온도에 도달하면 도

가니 덮개를 열고 중간챔버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융상태를 확인한다(No. 35). 용탕 

온도가 안정화 되었을 때(No. 36) 몰드집합체 예열기를 끄고 몰드집합체를 하강시켜 용탕에 침

적시킨다(No. 37). 이 상태에서 일정시간 유지 후 챔버의 진공을 해제함(No. 38)과 동시에 목

표 압력까지 가압한다(No. 39). 몰드가 용탕으로 충진된 후 일정시간 유지하고(No. 40) 몰드

집합체를 상승시킨다(No. 41). 몰드 집합체 상승과 함께 챔버 가열을 중지하고 도가니 덮개로 

도가니를 덮어 휘발물질을 가능한 줄인다(No 42).  

(3) 사출주조 후 공정

챔버가 냉각되어 상온에 도달하면 진공펌프 연결부를 챔버와 분리한다(No. 43). 진공펌프 연

결부를 후진시키고 상부와 중간챔버 체결볼트를 해제한(No. 44) 후 상부챔버를 상승시킨다

(No. 45). 원격 체결 볼트가 해제된 하부 및 중간챔버는 챔버 준비 위치로 이송시킨다(No. 

46). 주조된 연료심을 해체하기 위해 몰드 수평이송장치를 기준 테이블로 이송시킨다(No. 47). 

상부챔버를 하강시키고(No. 48) 몰드 리프트 장치를 하강시켜 몰드 집합체를 몰드 수평이송장

치에 거치한다(No. 49). 이 상태에서 몰드 집합체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몰드이송장치를 몰드 

준비위치로 이동시킨다(No. 50). 몰드이송장치에 이송된 몰드집합체는 제조된 금속연료심과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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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의 분리를 위해 반출된다(No. 51).  

(4) 금속연료심 원격 개량사출주조장치 동작시 유의점

수직 또는 수평 이송장치의 스트로크 조절 및 정위치 조절 

- 모든 수직 또는 수평 이송장치는 반복되는 구간의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가 정밀하게 조

정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볼 플런저 등과 같은 부품을 사용하여 정 위치에서 흔

들림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모든 수직 또는 수평 이송장치에 연결되는 에어공급선 및 전기선은 부착된 상태로 장치의 

이송구간에서 장치의 이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원격조작을 위한 전기 및 에어라인의 퀵 커넥터는 장치의 이동에도 접속불량이나 에어

누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전기모터 또는 에어모터를 사용하는 잠금 체결볼트 

- 전기모터 또는 에어모터를 사용하는 잠금 체결볼트는 체결 및 해제 점에 근접센서 또는 

리밋스위치를 설치하여 볼트 나사산의 끼임에 의한 고장이 방지되어야 하며 반복되는 

볼트의 체결과 해제에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잠금 체결볼트는 텅스텐 소결볼트로 하되 발주자와의 협의에 의해 질화 열처리된 

고장력 볼트로 할 수 있다.

표시램프 및 경고부저

- 모든 이송장치의 시작과 끝점 및 원격 체결볼트는 제어판에 표시램프로 점등이 되어야 

하며 공정 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은 인터로크가 설정되어야 하며 시작 또는 끝

점에서 정위치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다른 모듈의 움직임은 경고부저로 알람 되어야 한다.

- 문제가 발생한 장치의 표시램프는 점멸되어 고장위치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챔버 내부의 목표 진공도 이하의 압력에서만 챔버내부의 가열로에 전원이 공급되도록 

인터록 되어 전기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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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 제어 순서도

      

No. 1                         No. 2                         No. 3

No. 4                         No. 5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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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7                         No. 8                         No. 9  

    

No. 10                        No. 11                        No. 12  

      

No. 13                        No. 14                        No. 15  

   

No. 16                        No. 17                        No. 18  

  

No. 19                        No. 20                        No. 21  

   

No. 22                        No. 23                        No.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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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5                        No. 26                        No. 27  

No. 28                        No. 29                        No. 30  

  

No. 31                        No. 32                        No. 33  

    

No. 33                        No. 34                        No. 35

    

No. 36                         No. 37                   No. 38    

  

No. 39                         No. 40                   No.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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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2                         No. 43                   No. 44    

No. 45                         No. 46                   No. 47    

  

No. 48                         No. 49                   No. 50    

No. 51                   

그림 3-2-12. 금속연료심 원격제조 절차

4. 비수냉 유도코일 가열시험

가. 유도코일 설계 제작

소듐냉각고속로 재순환 연료심 제조는 hot cell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냉식 고주파 유도가열코일을 사용할 경우, 냉각수 누수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임계

안전관리 차원에서 새로운 개념의 비수냉코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비수냉식 유

도코일을 사용한 재순환 연료심 주조용해장치 설계에 활용하고자 새로운 개념의 비수냉코일을 

제조, 평가하여 비수냉 용해공정에 대한 최적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수냉코일

용 고주파 발진기를 특별히 제작한 후 유도코일의 임피던스를 낮추는 시험이 선행되었다. 예비

시험으로 간이시험을 위해 단열체로 밀폐 단열한  80mm × 100 mm 규격의 graphite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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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체를 유도코일의 내부에 삽입하였다. 약 1200℃로 가열하여 압축공기로 유도코일 내경에 흘

리면서 냉각을 시도하여 우선 출구 가스의 온도가 350℃를 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발진기와 유도코일간의 시정수를 조절하여 유도코일 발열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했으며 이때 출

구 가스의 온도가 더욱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개조를 위해 고주파 발진기와 유도코

일의 매칭을 주안점으로 삼아 유도코일을 냉각하였으며 냉각가스로는 초기에는 CO2를 사용하

려 했으나 탄소성분이 중성자와 관계되어 적합하지 않아 안전하면서 열냉각효과가 큰 헬륨 가

스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순환 펌프 및 수냉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냉각가스를 흐르게 하여 유

도코일을 냉각하였으며 코일간의 종단전압강하를 유도하여 사용한 코일의 전기전도도 저하를 

최대로 방지하였다.

유도코일의 재질에 대하여 당초 규격 6mm의 텅스텐 원형 봉을 사용하여 유도코일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가공이 힘들고 또한 구리보다 매우 큰 비저항을 가져 전류보다는 전압이 상승하

게 되어 전기적으로 불안정상태가 유도되는 단점이 있었다. 텅스텐이 가열되면서 온도저항계수 

상승에 의한 전압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상대적으로 와전류가 감소되어 유도 가열보다는 

Joule열에 의한 가열이 일어나 기체절연이 불안정해져 방전이 발생하는 단점이 발생하였다. 이

에 비수냉유도코일의 재질을 텅스텐 대신에 구리로 대체하였다. 규격 10mm×20mm의 직사각

형 인발 구리 재질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도코일보다 용량이 충분하여 도체저항이 

낮추는 것이 가능해져 적정량의 냉각 가스로도 출구온도를 180℃이하로 조절할 수 있었다. 이

로 인하여 충분한 와전류를 흘릴 수 있으므로 변환 에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고 전자교반력

도 극대화 할 수 있었다. 그림 3-2-13은 제작된 유도코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유도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력을 최대로 발생시키기 위해 유도코일의 면적을 최대로 

하여 제작하였다. 그림에서 유도코일의 바깥부분은 진공상태에서 유도코일을 가열하기 위한 진

공챔버를 보여주고 있다. 주조가열 시험에 앞서 예비가열시험이 선행되었다. 냉각가스로 압축공

기를 사용하여 유도코일의 안쪽에 위치하는 도가니 온도를 1400℃까지 가열한 후 냉각 후 유

도코일의 변형상태를 조사하였다. 그림 3-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도코일이 가열 냉각 후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가스냉각라인의 출구 쪽에서 온도를 조사한 

결과 200℃미만의 온도로 나타나 실제 비수냉코일의 주조냉각시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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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비수냉 유도가열 실험용 챔버와 유도가열 코일

     

(a)                     (b)

그림 3-2-14. 비수냉 유도코일 상태: (a)가열 전 , (b)가열 후

나. 예비가열 시험평가

실제 주조상황에 맞추어 가열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우라늄과 비슷한 주조온도를 갖는 구리를 

선정하여 주조시험을 진행하였다. 가열시험에 앞서 구리를 515g 계량하여 도가니에 장입하여 

온도를 일반적인 U-Zr 금속연료심을 용해할 때 사용하는 용해온도인 1600℃ 보다 약간 높은 

최대 1640℃까지 상승시켰으며 헬륨 가스를 사용하여 유도코일을 냉각하였다. 최대온도 164

0℃로 상승시 온도 곡선을 측정하기 위해 순환 펌프 온도 및 출구 가스 온도를 3분 단위로 나

누어서 Fluke사의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640℃에서 도달한 다음 시간에 따

른 온도변화를 측정한 결과 출구 가스의 온도의 경우 180℃정도에서 안정화 되었으며 진공챔

버 밖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최대전력을 가했을 때 유도코일 외부에 절연코팅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방전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3-2-15은 도가니 온도와 냉각가스 출구온도 및 순환펌프 온도 시험측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목표 용해온도인 1600℃로 상승함에 따라 냉각가스의 출구온도가 도가니의 온도가 비례

하여 올라가지만 최대 200℃이내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환펌프의 냉각가스 온도

도 초기에는 냉각가스의 출구온도가 같이 상승하지만 점차 가스 순환 냉각기를 통과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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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점점 내려가 안정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대 도가니 상승온도에서 통상 용탕

의 균질 화에 필요한 약 10분정도의 시간을 유지한 다음 전원을 차단하여 유도코일을 냉각 후

의 유도코일 상태를 조사한 결과 그림 3-2-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시험에서의 결과와 마

찬가지로 유도코일의 가열 및 냉각 전후의 변형상태를 발견할 수 없어 유도코일의 건전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냉각 후 주조상태를 조사한 결과 그림 3-2-17에서와 같이 균일한 용탕

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유도코일에 의한 교반력이 잘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U-Zr 금속연료의 주조온도에 도달하고 아울러 비수냉코일의 건전성을 확인한 결과이며 

향후 예정되어 있는 실제 우라늄을 사용한 비수냉가열 유도코일 시험으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2-15. 비수냉 유도코일 가열시험 온도변화 곡선

(a)                         (b)                        (c)

그림 3-2-16. 비수냉 유도코일의 상태: (a)가열 전, (b)가열 중, (c)가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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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비수냉 유도코일 가열시험 후 용탕잉곳

다. 장치 개선 및 유도코일 시험평가

2013년도에 소형비수냉 유도코일을 제작하여 용해용량 500g 내외로 비수냉방식으로 주조용

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바 있다. 2014년도에는 실제 공학규모 주조용해에서 고려하는 용해

용량 5kg이 가능하도록 이에 상응하는 고주파 발진기와 유도코일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향후 

비수냉식 유도코일을 사용한 재순환 연료심 주조용해장치 설계에 활용하고자 공학규모의 비수

냉코일을 제조, 평가하여 비수냉 용해공정에 대한 최적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공학규모 비

수냉코일을 가열하기 위해 이에 적합한 비수냉코일용 고주파 발진기를 제작하기 위해 공학규모 

유도코일의 임피던스 매칭 작업이 수행하였다. 매칭실험의 일환으로 단열체로 밀폐 단열한  

100mm × h200 mm 규격의 graphite 가열 체를 유도코일의 내부에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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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비수냉유도코일 시스템에 사용한 유도발진기와 graphite 도가니 도면

그림 3-2-18은 실험에 사용된 graphite 도가니의 설계도면 및 유도발진기 설계도면을 보여

준다, 도가니를 1200℃로 가열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냉각하여 외부로 나가는 공기의 온도

를 확인하였다. 유도코일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발진기의 시정수를 조절하

였다. 냉각용으로 사용하는 충진 가스의 압력을 조절하고 가스를 순환시키는 펌프를 동작시켜 

유도코일의 온도상승을 억제하였다. 코일간의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코일간의 종단전압강하를 

유도하여 최대 전력인가시 150V를 넘지않도록 하여 사용한 코일의 전기전도도 저하를 최대로 

방지하였다. 고주파 출력부는 최대출력전압이 200V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유도코일의 재질에 대하여 규격 10mm×20mm의 직사각형 인발 구리 재질을 사용하여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유도코일보다 용량이 충분하여 도체저항이 낮추는 것이 가능해져 적정량의 

냉각 가스로도 출구온도를 200℃이하로 조절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충분한 와전류를 흘릴 

수 있으므로 변환 에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고 전자교반력도 극대화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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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19. 제작된 유도코일 (a) 전년도 실험실 규모 소형유도코일 (b) 공학규모용 비수냉유도코일

그림 3-2-19은 제작된 유도코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도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력을 최대로 발생시키기 위해 유도코일의 면적을 최대로 하여 제작하였다. 주조

가열 시험에 앞서 예비가열시험이 선행되었다. 냉각가스로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유도코일의 안

쪽에 위치하는 도가니 온도를 1400℃까지 가열한 후 냉각 후 유도코일의 변형상태를 조사하였

다. 유도코일이 가열 냉각 후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가스냉각라인의 

출구 쪽에서 온도를 조사한 결과 200℃미만의 온도로 나타나 실제 가열시험이 수행되었다. 

실제 주조상황에 맞추어 가열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우라늄과 비슷한 주조온도를 갖는 구리를 

선정하여 주조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3-2-20은 시험에 사용한 진공시스템, 가열챔버, 가스냉

각라인을 보여주고 있다. 가열시험에 앞서 구리를 5kg 계량하여 도가니에 장입하여 온도를 일

반적인 U-Zr 금속연료심을 용해할 때 사용하는 용해온도인 1600℃ 보다 약간 높은 최대 

1700℃까지 상승시켰으며 헬륨 가스를 사용하여 유도코일을 냉각하였다. 냉각매체인 헬륨가스

가 통과하는 가스관을 구리관 안쪽으로 배치하고 구리관 주위를 물로 수냉시켜 온도가 상승된 

헬륨가스를 냉각시켰다. 최대온도 1700℃로 상승시 온도 곡선을 측정하기 위해 순환 펌프 온

도 및 출구 가스 온도를 측정하였다. 1700℃에서 도달한 다음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측정한 

결과 출구 가스 온도의 경우 200℃정도에서 안정화 되었으며 유도코일 간의 방전현상은 발생

하지 않았다. 

냉각가스의 출구온도가 도가니의 온도가 비례하여 상승하였지만 일정시간 후 순환가스가 냉

각됨으로써 점차 온도가 내려가 안정화 되었다. 최대 도가니 상승온도에서 전원을 차단하여 냉

각 후 유도코일을 조사한 결과 유도코일의 변형상태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냉각 후 주조상

태를 조사한 결과 그림 3-2-21에서와 같이 균일한 용탕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유도코일에 의

한 교반력이 잘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비수냉유도코일을 사용하여 

공학규모인 5kg의 주조 용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실제 우라늄을 사용한 공학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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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냉가열 유도코일 시험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2-20. 비수냉코일 가열시험장치  

     

그림 3-2-21. 가열시험 및 가열시험 후 생성된 용탕잉곳

제3절 재순환 금속연료심 제조기술 개발

1. 휘발방지 연료심제조 평가보고서

가. 휘발방지 연료심 예비제조 시험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규모(약 500g/batch) 개량사출주조 시험을 토대로, 주조용량을 증대

(약 2.5kg/batch)하여 휘발방지 개량사출 주조시험을 수행하였다. 기존 장치는 주조법의 타당

성과 제조변수 영향평가를 위해 실험실 규모로 제작된 것으로 제조용량이 제한적이었다. 그런

데 기존 챔버크기에서 우라늄 용해 용량을 증가시킬 경우, 이를 용해하기 위한 유도 코일의 크

기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며 유도코일과 챔버 간의 전기 누설 위험이 발생한다. 따라서 유도 코

일 크기 증가에 따른 전기 누설에 위험에 대한 안전율을 감안하여, 허용 가능한 최대용량의 우

라늄 용해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설계 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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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은 휘발방지 연료심제조 시험에 사용된 주조장치의 상부챔버를 나타낸 것으로 기

존 연료심 길이 300 mm, 지름 5.5 mm 기준 한 개의 연료심이 제조되었으나 최대 13개의 

연료심을 제조할 수 있도록 개조하였다. 따라서 우라늄 용해용량 증가에 따른 도가니, 도가니 

단열재, 유도 절연재, 주형 예열장치를 함께 설계, 가공하였다. 도가니 옆면과 도가니 내부에 

위치하던 열전쌍은 우라늄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주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가니 하부에 위

치시켰다. 주형이송 실린더는 공압에 의해 상하 이동만 가능하였으나 주형이 용탕 위에서 예열

이 가능하도록 이송 중 일시정지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형집합체 상하 이송 시스템은 

주조전후 주형집합체 설치, 분리가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연료심이 도가니 잔탕에 붙었을 때 

주형집합체와 도가니, 도가니 잔탕의 분해가 용이하도록 개조되었다. 도가니 덮개는 개폐가 가

능하도록 보완하여 고온에서 휘발에 의한 물질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개조 후 조립 완

성된 주조장치를 그림 3-3-2에 나타내었다.  

개조된 사출주조장치의 동작기능을 확인하고 휘발방지 연료심제조를 위한 예비실험으로 공정

변수 영향평가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3(a)는 개조 전 구리 모의연료심 제조시험 조건으

로 사출주조한 결과이다. 모의연료심은 도가니 잔탕과 분리되지 못하고 함께 응고된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료심 제조실험에서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용탕표면 위에서

의 예열시간을 20초에서 60초로 증가시켜, 용탕 표면에 추가로 발생하는 복사열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림 3-3-3(b)에서와 같이 구리 모의연료심은 주형길이 만

큼 제조되었고, 주형집합체는 예열시간 변경 후 도가니 잔탕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분리된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사출주조 조건에서 단일 연료심 제조와 열세 개 연료심 제조 결과가 다른 것

은 부피와 크기변화에 의한 서로 다른 열전달과 냉각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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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3-3-1. 주조장치 상부챔버 2D 도면: (a) 정면도, (b) 측면도 

그림 3-3-2. 휘발방지 연료심제조를 위한 주조장치

(a)

(b)

그림 3-3-3. Cu를 이용한 휘발방지 연료심제조 예비시험 (a) 연료심과 잔탕 결합 (b) 연료심과 잔탕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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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휘발방지 연료심 제조 및 평가

Am의 증기압은 일반 사출주조 온도에서 Pu 보다 3승 높고, U 보다 5승 높은 증기압을 가

진다. 문헌조사[1-4]에 따르면 Am과 유사한 증기압을 가지는 원소로는 Sm과 Mn이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취급이 용이한 Mn을 사용하였다(그림 3-3-4).

금속연료 용해용량 증가에 따른 사출주조 공정변수의 영향은 실험실 규모 장치에서 발생하는 

공정변수 영향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용탕의 유동성과 균질성이 사출주조 공정상에

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다. 금속연료 용탕의 유동성과 균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조부품을 포함한 용탕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주형 및 도가니와 연료심의 반응성, 제조수율의 

관점에서 용탕온도는 낮아지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건전한 연료심 제조를 위한 공정변수 영

향 평가시험이 예비적으로 수행되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휘발방지 연료심 제조 시험을 수행

하였다. 

예비시험 결과로부터 용해온도, 사출온도는 각각 1600℃와 1550℃에서 건전한 연료심이 제

조되었다. 이 때 주형을 용탕에 침적 후 예열시간은 약 4초, 용탕을 유지시간은 약 6초가 소요

되었다. 표 3-3-1은 최종 결정된 휘발방지 연료심제조 시험조건을 나타내었다. 그림 3-3-5에 

최종 결정된 시험조건으로 제조된 13개의 U-Zr-Mn 연료심을 나타내었다. 연료심 단일 제조 

결과와 같이 주형하부에서 용탕이 흐르거나, 용탕이 주형에 충진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결

함들은 관찰되지 않았다.

제조된 U-Zr-Mn 연료심의 내부결함 및 균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밀도를 측정하였다. 밀도는  

연료심 상, 중, 하 부위에서 길이방향으로 약 10mm씩 각각 절단하여 수침법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3-3-6에서와 같이 밀도편차는 ±0.3g/cm3 이하로 분포하여 나타내며 대체적으로 균질한 

품질을 나타내었다. U-10Zr-5Mn 연료심 제조시 휘발성 원소가 휘발될 경우 기지 원소인 우

라늄이 휘발 원소의 자리에 대체되어 용해 후 밀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본 시험에서 제조된 연

료심의 경우 전반적으로 균일한 밀도를 나타내어 휘발성 원소인 Mn의 휘발이 억제되었다는 것

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U-Zr-Mn 연료심의 용해, 주조 과정에서 휘발성 원소 Mn의 휘발량과 연료심 합금조성을 정

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연료심 밀도 측정에서와 같이 연료심 상, 중, 하 부위에서 ICP-AES 분

석을 수행하였다. 표 3-3-2에서와 같이 휘발성 원소인 Mn은 목표조성 5wt.%에서 ±1wt.% 이

하의 오차값을 나타내어, 용해주조 공정에서 Mn의 휘발이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U과 

Zr 합금원소 조성 또한 목표조성에서 ±1wt.% 이하의 오차값으로 연료심 품질조건을 만족하였

고 불순물 원소인 C, N, O, Si 의 농도는 2000ppm 이하로 연료심 불순물 농도조건을 만족하

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발된 진공사출주조 방식에서는 다량의 휘발성 원소가 제조공정 중 휘

발되는 것에 비해 당과제가 개발한 개량사출주조 방식은 다량(13eat/batch)의 휘발가능 연료심 



- 135 -

제조시험에서도 휘발성 원소의 휘발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원자력(연) 특허출원 신

기술인 연료심 개량사출 주조 기술의 타당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4. 온도에 따른 Am, Mn, Ag 증기압 변화[5-8]

표 3-3-1. 휘발방지 연료심제조 공정변수

Alloy compositions (wt%) U-10Zr-5Mn

Melting temp. (℃) 1600

Casting temp (℃) 1550

Preheating (℃) 600

Holding time above melt (sec) 60

Holding time in melt (sec) 4

Initial Pressure (mmHg) 350

Immersion time in melt (sec) 6

Crucible Coating Y2O3

그림 3-3-5. 사출주조된 U-Zr-Mn 연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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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휘발연료심 U-10Zr-5Mn 부위별 밀도

표 3-3-2. U-Zr-Mn 연료심 ICP-AES 분석결과

원소

부위

U
(wt%)

Zr
(wt%)

Mn
(wt%)

C
(wt%)

N
(ppm)

O
(ppm)

Si
(ppm)

상부 83.9 10.1 5.14 50 10 270 1318

중부 84.2 10.0 5.26 70 10 290 187

하부 84.1 10.4 5.32 40 10 300 274

2. 고함량(10%) 희토류함유 연료심제조 평가 (2015)

실험실 규모의 주조장치의 주조용량을 (2.5kg/batch)로 증대하고 원자력(연) 개발기술인 개

량사출주조법을 이용하여 희토류 고함량(10wt.%RE) 연료심 제조 타당성을 확인하였다[1-5]. 

고함량 희토류 연료심 합금원소의 회수율 평가에서 나타난 RE 장입량과 연료심 내 RE 함유량

의 차이의 원인파악을 위해 연료심 잔탕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 사출주조 제조용량 13ea/batch 연료심 제조시험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13ea/batch 성공적인 제조를 통해, 희토류 고함량(10wt.%RE) 연료심 

제조 타당성 확인하였다. 제조시험에 사용된 상부챔버의 개략도, 개조된 개량사출 주조장치, 주

조된 모의연료심을 그림 3-3-7에 나타내었다. 실험실 규모(약 500g/batch) 개량사출주조 장치

의 주조용량을 증대(약 2.5kg/batch)하고 도가니, 흑연 단열재, 주형홀드, 주형집합체 이송 실

린더, 주형 예열장치 등 설계 개량하여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다량(13ea/batch) 제조특성 평

가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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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사출주조장치 개량

고온가열 및 용해주조 공정에서 희토류 원소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도가니 덮개 개폐장치를 고

안하였으며, 주형집합체는 공압에 의해 제어된다. 용탕표면 복사열을 이용한 주형예열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장치를 개선하였다. 개조된 실험실 규모 개량사출주조장치는 모의연료(Cu) 제

조실험을 통하여 개량사출주조 공정변수 평가 및 장치 성능평가시험을 통하여 주조공정을 최적

화하였다. 

희토류 함량 3wt%, 5wt%, 7wt% 그리고 10wt%를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희토류 고함량 연

료심 다량 제조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개조된 장치를 이용, 개량사출주조법으로 용해 주조공정

변수를 제어하여 주조용량(약 2.5kg/batch)에서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13ea/batch 제조에 성

공하였다. 주조된 희토류 함량별 연료심을 그림 3-3-8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각각의 배치에서 

13개 연료심 모두 몰드 전체 길이만큼 결함 없이 주조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3-9에서 용

해 주조 후 잔탕 및 도가니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잔탕 내에 존재하는 희토류 원소와의 반응

성으로 인해 도가니에서 잔탕이 쉽게 분리되지 않고, 용탕과 도가니 간의 반응으로 도가니에 

홈이 파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희토류 연료심의 특성 분석을 위해, 주조결함, 밀도측정, 미

세조직 검사, 합금조성 및 불순물함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3-4과 3-3-5에 연료심 밀도와 

합금조성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연료심 특성시험결과, 부위별 밀도편차는 ±0.3g/cm3 로 전

반적으로 균일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RE 함량도 균일한 분포 결과를 보였다. 연료손실율 평가

에서도 10wt.% RE의 U-10Zr-10RE 연료심 제조시험에서 손실율 약 1.2%로 낮은 결과 값을 

보였다. 원자력(연) 개발기술인 개량사출주조법을 이용하여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13ea/batch 

성공적인 제조를 통해, 다량의 희토류 고함량(~10wt.%RE) 연료심 제조의 타당성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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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그림 3-3-8. U-10Zr-RE 연료심: (a) 3%RE (b) 5%RE (c) 7%RE (d) 10%RE

그림 3-3-9. 용해 주조 후 잔탕 및 도가니 U-10Zr-10%RE

표 3-3-3. U-10Zr-RE 연료심 밀도: (a) 3%RE, (b) 10%RE

(a)

연료심 시료번호 밀도(g/cm3)

상  부
1 U-10Zr-3RE (S15-20) S15-20 상 ① 15.1889 g/cm3

2 U-10Zr-3RE (S15-20) S15-20 상 ② 15.1739 g/cm3

중  부
1 U-10Zr-3RE (S15-20) S15-20 중 ① 15.1784 g/cm3

2 U-10Zr-3RE (S15-20) S15-20 중 ② 15.2273 g/cm3

하  부
1 U-10Zr-3RE (S15-20) S15-20 하 ① 15.1987 g/cm3

2 U-10Zr-3RE (S15-20) S15-20 하 ② 15.1586 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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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료심 시료번호 밀도(g/cm3)

상  부
1 U-10Zr-10RE (S15-21) S15-21 상 ① 14.7264 g/cm3

2 U-10Zr-10RE (S15-21) S15-21 상 ② 14.7375 g/cm3

중  부
1 U-10Zr-10RE (S15-21) S15-21 중 ① 14.6916 g/cm3

2 U-10Zr-10RE (S15-21) S15-21 중 ② 14.7228 g/cm3

하  부
1 U-10Zr-10RE (S15-21) S15-21 하 ① 14.8240 g/cm3

2 U-10Zr-10RE (S15-21) S15-21 하 ② 14.6960 g/cm3

표 3-3-4. U-10Zr-RE 연료심 합금 조성: (a) 3%RE, (b) 10%RE

(a)

U
(wt.%)

Zr
(wt.%)

Ce
(wt.%)

La
(wt.%)

Nd
(wt.%)

Pr
(wt.%)

REs
(wt.%)

상 1 87.9 10.2 0.62 0.12 1.09 0.38 2.21

중 2 88 10.1 0.62 0.13 1.11 0.4 2.26

하 3 86.9 10.4 0.63 0.13 1.11 0.39 2.26

(b)

U
(wt.%)

Zr
(wt.%)

Ce
(wt.%)

La
(wt.%)

Nd
(wt.%)

Pr
(wt.%)

REs
(wt.%)

상(in) 1 0.61 10.3 1.37 0.16 2.04 0.66 4.23

중(in) 1 0.61 10.2 1.32 0.13 1.9 0.6 3.95

하(in) 1 0.57 10.2 1.5 0.19 2.29 0.75 4.73

상(out) 1 0.55 10.2 1.41 0.16 2.09 0.66 4.32

중(out) 1 0.6 10 1.31 0.14 1.87 0.61 3.93

하(out) 1 0.62 10.2 1.41 0.15 2.09 0.66 4.31

나. 잔탕분석

고함량 희토류 시편의 밀도 측정 및 화학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희토류 연료심 합금원소 회수율

을 평가한 결과 RE 장입량과 연료심 내 RE 함유량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림 3-3-10와 

3-3-11에 고함량 희토류 시편의 밀도측정과 화학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화학분석의 경우 장

입량 증가에 따라 RE 조성증가폭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동일한 경향이 밀도분석 결과에서

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희토류 함량별 연료심 단면 미세조직 분석 결과, 장입 희토류 함

량이 1%RE에서 5%RE로 증가함에 따라 희토류 석출물의 형성 비율 및 석출물의 크기가 증가하

였다. 하지만, 장입 희토류 함량이 5%RE에서 10%RE로 증가할 경우 희토류 함유량의 증가에 

따른 희토류 석출물의 형성비율 및 석출물의 크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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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함유량 증가에 따른 석출물 형성비율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희토류 함량별 시

편에 대한 RE 거동을 분석하였고, 또한 각각의 시편에 대한 U-10Zr-10RE 잔탕분석으로 고함

량 희토류의 거동 변화를 분석하였다. 잔탕 분석 결과, 10%RE 잔탕 상부에 산화물 형태의 분리

층(RE rich)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함량 희토류 잔탕시편의 부분별 화학분석 

결과 시편 최상단부의 희토류 함유량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개량분석을 위하여 절단한 

잔탕에서 RE Rich 층이 구분됨을 확인하였다(그림 3-3-12). 그림 3-3-13에 잔탕에 대한 미세

조직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10wt.% RE를 함유시킨 연료심 제작 후 남은 잔탕에서 상부의 

RE-Segregate 층은 약 1~3 mm의 두께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각 부분의 화학분석 결과 상부

(T1)의 Uranium 함량은 10% 이하로 분석된 반면, RE 함유량이 80%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어 

상부에 대부분 편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

다. 먼저, Uranium, Zirconium과 각각 intermetallic 혹은 고용도를 갖지 않는 RE 원소들은 

Distribution 법칙에 따라 석출물 형태로 U-Zr Alloy 내부에 존재 할 수 있지만, 임계 이상의 

RE 함유량 증가는 RE원소를 뭉치게 하고 상부로 segregation 시킨다는 것과, U-Zr Alloy보다 

산화성이 높은 RE가 산화되어 상부에 Segregation 되었다고 추정된다. 육안으로도 구별 가능

한 RE rich층은 희토류 원소와 U-Zr 합금과의 밀도차이에 따른 현상과 희토류원소의 선택적 

산화에 의한 층간분리로 파악되었다. 고함량 희토류를 함유한 연료심의 제작을 위해 희토류 용

해 시 일어나는 층간분리 현상의 원인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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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밀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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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화학분석 결과

그림 3-3-12. 잔탕 분석(U-10Zr-10%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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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잔탕 분석 미세조직(U-10Zr-10%RE)

그림 3-3-14. 잔탕 분석 화학분석(U-10Zr-10%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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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휘발방지 고희토류 금속연료심 제조기술 개발

1.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용해주조 기술 개발 자료

재순환 TRU 고속로 금속연료는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 프로세싱하여 얻은 핵연료물질을 핵

연료원료로 재활용되며, SFR-핵연료-파이로 재순환 주기를 완성하기 위해 재순환 SFR 금속연

료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1-5]. 제조된 희토류 연료심 특성시험 결과, 부위별 밀

도편차는 균일하고, RE 함량도 균일한 분포를 보이며, 연료심 제조시험 평가에서 연료손실율

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희토류 연료심 합금원소 회수율을 평가한 결과 고함량 희토류 시편

의 밀도 측정 및 화학분석결과에서 RE 장입량과 연료심 내 RE 함유량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5%RE 이상의 고함량 희토류 장입 연료심 내 희토류 함유량이 장입량보다 감소하는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희토류 함량을 10wt.%, 7wt.%, 5wt.%로 장입하여 연료심 용해주조를 실

시하여 연료심과 잔탕에 대한 회수율, 밀도, 화학분석, 미세조직 분석을 실시하여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가. 연료심 제조

실험실 규모(약 500g/batch) 개량사출주조 장치의 주조용량을 증대(약 1 kg/batch)하고 도

가니, 흑연 단열재, 주형홀드, 주형집합체 이송 실린더, 주형 예열장치 등 설계 개량하여 희토

류 고함량 연료심 다량(4 ea/batch) 제조특성 평가시험을 수행하였다. 고온가열 및 용해주조 

공정에서 희토류 원소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도가니 덮개 개폐장치 고안하였으며, 주형집합체는 

공압에 의해 제어된다. 용탕표면 복사열을 이용한 주형예열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장치를 

개선하였다. 개조된 실험실 규모 개량사출주조장치는 모의연료(Cu) 제조실험을 통하여 개량사

출주조 공정변수 평가 및 장치 성능평가시험을 통하여 주조공정을 최적화하였다.

(1) 희토류 연료심 개량 사출주조 제조시험

개량 사출법주조법을 사용하여 희토류 함량 5, 7, 10%의 금속연료심을 제조하였다. 연료심 

제조에 사용된 사출주조 장치를 그림 3-4-1에 나타내었다. 사출주조 공정은 연료심의 대량 생

산이 가능하고 공정이 단순하여 원격제조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

실 규모의 사출주조 장치를 이용하여 사출주조장치 시험평가와 함께 희토류 연료심 사출주조 

시험을 수행하였다. 도가니는 상단과 하단으로 구성된 원통형 형상으로 하단 도가니의 경우 

내경 50mm, 외경 92mm 그리고 길이 72mm 을 가지고 상단의 경우 내경 50mm, 외경 

92mm 그리고 길이 45mm 을 가진다. 몰드는 우라늄 금속용융물질과 고온에서도 양립성을 



- 144 -

가지는 석영관을 사용하였다. U-Zr-RE 금속연료를 용해하기 위한 온도제어는 PID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으며 반복시험을 통하여 재현성과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흑연도가니가 500℃로 상

승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이며, 흑연단열재를 포함한 흑연집합체에 포함될 수 있는 

수분을 방출하기 위해 약 5분간 유지하였다. 출탕되기까지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반복 

시험을 통하여 희토류 원소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연료물질을 용융하고 출탕되기까지 시간은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희토류 원소와 접촉하여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용해 도가니와 석영 

몰드는 고온에서 안정한 세라믹 재료로 코팅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희토류 합금은 사용후핵연

료를 파이로 재처리 공정을 수행했을 때 희토류 원소 함량 비를 기준으로 제조하였으며 

53%Nd, 25%Ce, 16%Pr, 그리고 6%La 무게비로 진공아크용해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희토

류 합금 시편은 그림 3-4-2에서 보여주고 바와 같이 용해 준비 전 시편표면의 산화막을 제거

한 후 장입하였다. 

    

그림 3-4-1. 금속연료심 제조용 사출주조장치와 상부 주형부

예비 반복시험을 통하여 몰드 전체 길이만큼 희토류 연료심을 제조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

였다. 연료심의 원료물질을 용해하고 균일 혼합하기 위해 약 1500℃까지 가열하고 약 1470℃

에서 출탕하였다. 석영주형에서 용탕의 흐름이 용이하도록 약 600℃까지 니켈/크롬 선으로 예

열하였다. 석영주형이 용탕에 침적된 후 약 3초 정도 유지하였고(Holding Time), 고순도 아

르곤 가스로 챔버를 가압하였다. 석영주형은 용탕에 침적 후 용탕이 충진되고 충진된 용탕이 

응고된 후 약 7초 뒤 상부로 위치시켰다(Retraction Time). 

그림 3-4-2. 희토류 합금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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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탕 분석용 연료심 용해 주조 결과 및 분석용 시편 

그림 3-4-3은 용해주조된 10% 함량의 희토류 연료심, 도가니 및 잔탕을 보여 주고 있다. 

도가니에서 잔탕이 분리되지 않아 도가니를 절단하여 잔탕을 수거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가니 일부 표면은 용탕과 반응에 의해 홈이 파였고 그 위치가 잔탕표면의 바로 밑에 

존재하며 일정한 깊이만큼 용탕과 반응했음을 알 수 있다. 용탕 잔탕 표면에도 반응에 의한 

많은 산화물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잔탕 표면 외주부에서 반응이 크다. 절단된 도가니를 살펴

보면 용탕과 도가니와 반응한 층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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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3-4-3. U-10Zr-10RE 주조 후 사진: (a) 주조잔탕, (b) 도가니, (c) 연료심

그림 3-4-4에서 용해주조된 7% 함량의 희토류 연료심, 도가니 및 잔탕을 보여 주고 있다. 

10% R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가니에서 잔탕이 분리되지 않아 도가니를 절단하여 잔탕을 

분리시켰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가니 일부 표면은 용탕과 반응에 의해 홈이 파였고 

그 위치가 잔탕 표면의 바로 밑에 존재하며 일정한 깊이만큼 용탕과 반응했음을 알 수 있다. 

용탕 잔탕 표면에도 반응에 의한 많은 산화물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잔탕 표면 외주부에서 반

응이 크다. 절단된 도가니를 살펴보면 용탕과 도가니와 반응한 층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a)

(b)



- 147 -

(c)

그림 3-4-4. U-10Zr-7RE 주조 후 사진: (a) 주조잔탕, (b) 도가니, (c) 연료심

그림 3-4-5에서 용해주조된 5% 함량의 희토류를 사용했을 경우 잔탕을 보여 주고 있다. 

5% 함량의 경우 희토류와 도가니와의 반응성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 연료심 사출과정을 생략

하였다. 연료심 사출 시에 잔탕에서 연료심으로 연료심에 포함되어 있는 RE가 빠져나가므로 

용탕과 도가니반응 효과가 저감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10% RE와 7%RE의 경우와 다르게 도

가니에서 잔탕이 잘 분리되었다. 이는 도가니와 잔탕 표면 외주부에서의 반응이 RE 7%나 

10%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a)                                          (b)

그림 3-4-5. U-10Zr-5RE 주조 후 사진: (a) 주조잔탕, (b) 도가니

 희토류 연료심 및 잔탕을 분석하기 위해 화학분석, OM, SEM/EDS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

석을 위하여 잔탕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6등분하여 잔탕을 절단하였다. 그림 3-4-6에서 

U-10wt.%Zr-10wt.%RE의 잔탕절단단면과 U-10wt.%Zr-7wt.% 잔탕절단단면을 보여주고 있

다. 밀도 분석용 시편은 6등분한 잔탕 부분에서 중앙부분에 해당되는 4번과 7번에서 일부분을 

절단하여 마련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밀도분석용 시편은 잔탕 하부에서 일정한 길

이를 택하여 동일 간격으로 절단하였다. 따라서 밀도 분석의 경우 10%RE시편의 잔탕 상부에 

RE rich층으로 생각되는 층이 상부 2개의 시편에 나타나 있으며 7RE 시편의 경우 RE rich 

층이 두껍지 않아 1개의 시편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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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분석용 시편 준비 과정

나. 연료심 분석

연료심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물질수지, 잔탕, 밀도, 미세구조 등을 비교하였다. 특히 물질

수지 분석은 장입 RE 함량에 따라 특정된 RE 함량의 증가폭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판단되는 

도가니와 용탕 반응 및 침식반응으로 손실되는 량, RE 휘발 가능성 및 휘발 손실분 추정, 용

탕 표면에서 산화 반응 및 추정량 추정, 가압가스의 불순물 영향, leak에 의한 산소 유입 등

의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어 물질수지를 비교해 보면 대략 각각의 원인에서 손실되는 양을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물질수지 비교

10%RE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 후 물질수지표를 표 3-4-1에 나타내었다. 희토류 함량

이 10wt.%인 경우 해체 후 중량의 변화를 보면, 원소가 휘발할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

는 부분으로 추정되는 도가니 커브 및 펠트의 경우 도가니 커브의 중량증감은 0.01g 감소된 

것으로 미루어 거의 영향이 없다. 도가니 펠트 부분도 0.2g 정도의 감소를 보여 휘발에 의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가니자체의 무게 증감은 8.9g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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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용탕과 도가니와의 반응으로 손실된 것으로 보인다. 주형부인 몰드홀드 및 Quartz 

주형의 경우는 0.91g이 증가되었다. 연료심 회수 후 scrap이 2.4g 발생하였고, 잔탕이 

880.3g, 연료심이 무게가 152.23g이다, 전체 총량의 경우 약 3.3g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핵물질량의 경우 7.3g의 무게 증감이 있었고 도가니에서 감소한 8.9g을 고려하면 전체 핵물

질 량은 1.6g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면 이는 전체 핵물질량의 0.16%에 해당된다. 

표 3-4-1. 10%RE 연료심 제조 물질수지표

용해번호 S16-14 도포방
법 도가니 Y2O3 PC

합금조성 U-10Zr-10RE

특이사항 -

항목
(단위: g)

장입 전 
중량

해체 후 
중량

용해 
전/후 
증감

회수 
청소 후 
물질량

회수 
물질 
종류

증감 비고

Cover
부 Cover 197.75 197.74 -0.01 2.4 scrap

도가니
부

펠트 146.20 146.01 -0.2

도가니 952.58 943.68 -8.9 880.30 잔탕

U 821.87

Zr 102.81

RE 102.95

장전량 1027.63

주형부
홀드 519.65 520.56 0.91

152.23 SlugQuartz 
주형

총량 2843.8
1 2840.5 -3.3

핵물질 분율 1027.6
3 1034.9 7.3g(0.71%) 0.16%

(도가니부분 고려)

7%RE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 후 물질수지표를 표 3-4-2에 나타내었다. 희토류 함량이 

7wt.%인 경우 해체 후 중량의 변화를 보면, 원소의 휘발로 추정되는 도가니 커브의 증감은 

0.01g 감소를 거의 영향이 없다. 도가니 펠트 부분도 0.1g 정도의 감소를 보인다. 하지만 도

가니자체의 무게 증감은 2.0g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용탕과 도가니와의 반응으로 손실

된 것으로 보인다. 주형부인 몰드홀드 및 Quartz 주형의 경우는 1.74g이 증가되었다. 연료심 

회수 후 scrap이 1.6g 발생하였고, 잔탕이 847.95g, 연료심이 무게가 141.13g이다, 전체 총

량의 경우 약 0.1g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핵물질량의 경우 1.8g의 무게 증감이 있었고 도

가니에서 감소한 2.0g을 고려하면 전체 핵물질 량은 0.2g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면 이는 전체 

핵물질량의 0.02%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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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7%RE 연료심 제조 물질수지표

용해번호 S16-15 도포방
법 도가니 Y2O3 PC

합금조성 U-10Zr-7RE

특이사항 -

항목
(단위: g)

장입 전 
중량

해체 후 
중량

용해 
전/후 
증감

회수 
청소 후 
물질량

회수 
물질 
종류

증감 비고

Cover
부 Cover 197.73 197.72 -0.01 1.6 scrap

도가니
부

펠트 145.81 145.74 -0.1

도가니 947.65 945.62 -2.0 847.95 잔탕

U 820.50

Zr 98.95

RE 69.39

장전량 988.84

주형부

홀드 519.83 521.57 1.74

141.13 SlugQuartz 
주형

총량 2799.8
6 2799.7 -0.1

핵물질 분율 988.84 990.7 1.8g(0.19%) 0.02%
(도가니부분 고려)

(2) 잔탕 비교

그림 3-4-7에서 상세한 잔탕 분석을 위해 잔탕을 절단하여 그 단면을 비교하였다. 10%RE

의 경우 상당한 두꺼운 RE rich 층으로 추정되는 검은 색의 층이 잔탕 표면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7%RE의 경우에도 잔탕 표면 근처에 RE rich층으로 추정되는 층이 존재하나 

10%RE와 비교하면 층의 두께가 이 많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5%RE인 경우에는 

RE rich 층으로 추정되는 층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로 미루어 RE가 5% 이상 장입될 경

우에는 5%을 제외한 나마지 RE는 밀도차로 인해 상부로 올라가 RE rich층을 이루고 5%RE

을 장입할 경우 용탕전체로 균질화 됨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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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4-7. 잔탕 절단면 (a) RE10%, (b) RE7%, (c) RE5%

이러한 추정에 대한 자세한 비교를 위하여 잔탕의 상부와 하부 부피비를 결정하여 실제 잔

탕에 포함된 RE량을 추정하였다. 10%RE 잔탕절단면에 대해 그림 3-4-7과 같이 부피비를 결

정하였다. 10%RE의 시편번호 3번에서 8번까지 총 6개의 시편에 대해 잔탕의 대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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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하부부분과 뚜렷하게 색으로 분리되는 상부부분과의 부피비를 계산하였다. 부피계산은 

픽셀단위로 측정하여 각각의 픽셀의 수로 계산하였다. 계산결과 잔탕의 중앙부분에 해당되는 

시편 4번과 시편 7번의 경우 0.13과 0.14 정도로 계산되었고 도가니와 접촉한 부분(시편 3, 

5, 8, 6번)에서는 잔탕과 도가니와의 표면접촉 때문에 부피비가 0.16, 0.18, 0.24, 0.15로 정

도로 나타나 중앙부분에서 보다 주변부분에서 상부부분의 부피가 크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비

를 조사한 결과 0.16정도로 나타났다. 상부부분 전체가 RE로, 하부부분이 5%RE로 구성되었

다고 가정하고 총장전량, 상부하부부피비, 5%RE 밀도, 잔탕 총무게, 연료심 총무게를 입력으

로 계산하여 잔탕 무게를 추정하였다.(표 3-4-3) 계산결과 측정 부피비 0.16을 적용했을 때 

총 잔탕무게는 877.03g으로 나타나 실제 측정된 잔탕무게 880.3g 과 비교했을 때 약 3g 정

도의 오차를 보여 이 가정이 타당함을 보였다. 동일 방법을 사용하여 그림 3-4-9. 및 표 

3-4-4.와 같이 7%RE 잔탕의 무게를 추정하였으며 2g 이하의 오차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5%를 초과하는 RE 함량을 장입했을 경우 했을 때 5% RE만이 용해주조에 사용되어 석

출물 형태로 존재하고 나머지 5% 초과분은 용해에 사용되지 않고 밀도차 때문에 상부로 올라

가 RE rich 층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4-8. 10%RE 잔탕 부피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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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10%RE 잔탕무게 추정

시편번호 하부면적 상부면적 증감사항 Ratio

3 761319.1 122042 122042 0.160303

4 579406 80039 80039 0.13814

5 376499.1 100968 -1409 -2253 -26222 71084 0.188803

8 392078.8 95660 -1232 94428 0.240839

7 501260.3 72289 72289 0.144215

6 595235.1 90824.79 90824.79 0.152586

Tot. 3205798 530706.8 0.165546

입력(단위: g) 계산(단위: g)

총장전량 1027.63 g 총 부피 73.77

Ratio 0.16 연료심 부피 10.21

5%RE 이론밀도 14.91 잔탕 부피 63.56

10%RE 이론밀도 13.93 잔탕 윗부분 부피 8.77

RE 이론밀도 6.85 잔탕 아랫부분 부피 54.79

잔탕 총 무게 880.3 g 잔탕 윗부분 무게 60.05

연료심 총 무게 152.23 g 잔탕 아랫부분 무게 816.98

추정 잔탕 무게 877.03

추정잔탕과 실제 잔탕과의 무게차 3.27 g

그림 3-4-9. 7%RE 잔탕 부피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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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7%RE 잔탕무게 추정

시편번호 하부면적 상부면적 증감사항 Ratio

3

4 29760.84 1839.56 1839.56 0.061811

5

8 16370.41 906.4018 906.4018 0.055368

7 11599.88 563.6439 563.6439 0.048590

6

Tot. 57731.13 3309.606 0.057328

입력(단위: g) 계산(단위: g)

총장전량 988.84 g 총 부피 68.20

Ratio 0.07 연료심 부피 9.47

5%RE 이론밀도 14.91 잔탕 부피 58.73

10%RE 이론밀도 14.5 잔탕 윗부분 부피 3.66

RE 이론밀도 6.85 잔탕 아랫부분 부피 55.07

잔탕 총 무게 847.95 g 잔탕 윗부분 무게 25.09

연료심 총 무게 141.13 g 잔탕 아랫부분 무게 821.07

추정 잔탕 무게 846.15

추정잔탕과 실제 잔탕과의 무게차 1.80 g

(3) 밀도 결과 비교

그림 3-4-10에서는 10%RE 잔탕에 대한 밀도 결과를 보인다. 잔탕의 내부 균질성과 희토

류 원소 함유량에 따른 밀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밀도측정은 수침법을 이용했다. 그림에서 

시편 1번은 잔탕 전체의 시편으로 밀도 값이 14 g/cm3 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시편의 밀

도 분포를 보면 RE rich 층으로 보이는 2번과 3번 시편에서 밀도가 감소하고 나머지 시편(4, 

5, 6, 7, 8, 9, 10, 11 번)에서는 대략 15 g/cm3의 균일한 밀도분포를 보인다. 시편 11번에

서 낮은 밀도 값이 측정되었다. 시편 11번의 낮은 밀도 값은 잔탕 하단 부분이 주조 특성상 

균질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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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 10%RE 잔탕 밀도 측정값 

그림 3-4-11에서는 7%RE 잔탕에 대한 밀도 결과를 보인다. 그림에서 시편 1번은 잔탕전

체의 시편이며 밀도 값이 14.66 g/cm3 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시편의 밀도 분포를 보면 

RE rich 층으로 보이는 2번 시편에서 밀도가 감소하고 나머지 시편(3, 4, 5, 6, 7, 8, 9, 10, 

11 번)에서는 대략 15 g/cm3의 균일한 밀도분포를 보인다. 시편 13번에서 다소 낮은 밀도 

값이 측정되었다. 시편 13번의 낮은 밀도 값은 잔탕 하단 부분이 주조 특성상 균질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11. 7RE 잔탕 밀도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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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에서 이번 실험에서 용해주조된 U-10wt.%-10wt.%RE 연료심과 

U-10wt.%-7wt.% 연료심을 보여주고 있다. 통상 사출주조 특성상 주조가 균일하게 되지 않았

을 가능성이 큰 상단부분과 하단부분은 제외하고 밀도 측정을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모든 

연료심 부분에서 RE 분포를 알기 위해 전체를 그림과 같이 절단하여 측정하였다.(그림 

3-4-13)

그림 3-4-12. 10%RE, 7%RE 연료심 

그림 3-4-13. 밀도 측정시편 가공치 표시 

표 3-4-5. 연료심 밀도

연료심 위치
U - 10 wt.% Zr  10 wt.% RE U - 10 wt.% Zr  7 wt.% RE

Weight Density Weight Density

최상단 8.40 14.76 8.08 14.44

상 20.03 14.87 17.16 14.89

중 20.66 14.90 17.47 14.92

하 19.76 13.66 17.57 14.90

최하단 10.43 13.80 5.21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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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는 연료심의 밀도를 보여준다. 예측한 대로 연료심의 상, 중, 하에서는 거의 균일

한 분포를 보였으며 사출주조 특성상 균질하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최상단과 최하단은 

큰 밀도차를 보이고 있다. 연료심의 최상단과 최하단 부분은 연료심 용해주조 시 온도변화가 

큰 부분으로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수축으로 생성된 일부 결함 때문에 밀도가 낮게 측정되

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균질하다고 예상되는 중앙부분 시편에서 비교해 보면 10%RE의 밀도

가 14.9021 g/cm3, 7%RE의 밀도가 14.9151 g/cm3으로 0.013 g/cm3 정도의 차이로 보여 

희토류 장입량 10%RE와 7%RE의 함량에 의한 밀도 증가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5% 이

상 희토류 장입의 경우 거의 같은 조성의 RE 연료심이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있다. 

(4) 미세구조 비교

그림 3-4-14와 3-4-15는 10%RE 잔탕과 그 표면의 OM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인다. 그

림에서 영역 1은 RE rich층으로 추정되는 층이고, 영역 2는 RE rich 추정 층과 나머지 잔탕 

부분이 만나는 경계부분을 나타낸다, 3 영역은 잔탕의 하부 영역을 나타낸다. 1 영역인 

RE-rich 층에서는 석출상은 보이지 않는다. RE rich 층과 잔탕이 만나는 경계부분에 크기 

200㎛의 크기가 큰 석출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탕 부분에서는 크기 50㎛ 이하의 석출상이 

균질한 분포를 보인다. 

그림 3-4-14. U-10Zr-10RE 잔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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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U-10Zr-10RE 잔탕 광학현미경 사진

그림 3-4-16.은 10%RE 잔탕의 절단면을 SEM으로 미세조직 분석한 결과를 보인다. 1 영

역인 RE-rich 층에서는 석출상은 보이지 않으며 침상형태의 검은 부분이 다수 검출된다. 2 

영역인 RE rich 층과 잔탕이 만나는 경계부분에 크기 200㎛의 크기가 큰 석출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탕 부분에서는 크기 50㎛ 이하의 석출상이 균질한 분포를 보인다. 3영역에서 잔탕의 

하부부분을 확대한 그림에서 결함 부분이 일부 발견되었다.  

그림 3-4-16. U-10Zr-10RE 잔탕의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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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7.과 3-4-18.은 10%RE 잔탕과 그 표면의 OM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인다. 

RE rich층으로 추정되는 1 영역에서는 석출상은 보이지 않으며 RE rich 추정 층과 나머지 잔

탕 부분이 만나는 경계부분을 나타내는 2 영역에서는 10%RE 경우와 같이 크기 200㎛의 크기

가 큰 석출상이 보인다. 잔탕 나머지 부분은 크기 50㎛ 이하의 석출상이 균질한 분포를 보인다. 

그림 3-4-17. U-10Zr-7RE 잔탕 사진

그림 3-4-18. U-10Zr-7RE 잔탕 광학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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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9와 3-4-20에서 7%RE 잔탕의 표면을 SEM 수행한 결과를 보인다. 10% RE의 

경우와 같이 1 영역인 RE-rich 층에서는 석출상은 보이지 않으며 침상형태의 검은 부분이 다

수 보인다. 2 영역인 RE rich 층과 잔탕이 만나는 경계부분에 크기 200㎛의 크기가 큰 석출

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탕 부분에서는 크기 50㎛ 이하의 석출상이 균질한 분포를 보인다. 3

영역에서 잔탕의 하부부분을 확대한 그림에서 결함 부분이 일부 발견되었다.  

그림 3-4-19. U-10Zr-7RE 잔탕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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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9. U-10Zr-7RE 잔탕 일부 부분 확대사진

그림 3-4-21와 3-4-22는 5%RE 잔탕과 그 표면의 SEM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인다. 

10%RE와 7%RE 잔탕에서 관측되는 RE Rich층은 관측되지 않았고 10%RE와 7%RE 잔탕에

서 RE Rich 층을 제외한 나머지 잔탕에서 관측되는 크기 50㎛ 이하의 석출상이 5%RE 잔탕

에서 전체적으로 균질한 분포를 보인다. 

그림 3-4-21. U-10Zr-5RE 잔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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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 U-10Zr-5RE 잔탕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2. 고함량 RE 금속연료심 제조 및 평가 DB 

재순환 핵연료 연료심에 포함되어 있는 희토류 원소는 TRU 원소와 화학적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재순환 핵연료 제조 시 희토류 원소의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희토류 원소는 기지원

소인 U에 고용도가 낮아 석출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희토류 함량에 따른 희토류 연료심

의 제조성과 용해주조 시 용해부품에 미치는 영향 및 희토류 연료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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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드시 필요하다[1-5]. 중력주조에 의한 희토류 함량 1~10%를 가진 제조용량 

19ea/batch의 희토류 연료심과 사출주조에 의한 희토류 함량 1~10%를 가진 제조용량 

1ea/batch, 4ea/batch, 13ea/batch의 희토류 연료심에 대해 희토류 함량에 따른 희토류 연

료심의 제조성과 용해부품에 미치는 영향 및 연료심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의 희토

류 연료심의 자료를 분석하고 그 특성 및 성능을 평가하여 연료심 평가 DB를 구축하였다. 

가. 고함량 RE 금속연료심 제조

(1) 제조시험 현황

① 희토류 연료심 중력주조 시험 현황

중력주조법에 의한 희토류 연료심 용해 주조가 수행되었다. 희토류 장입량은 함량별 1, 3, 

5, 7, 10wt% (RE: 53% Nd, 25% Ce, 16% Pr, 6% La)으로 수행되었으며 희토류 연료심 제

조용량으로 보면 배치당 19ea/batch 으로 수행되었다. 연료심 제조 분위기는 대부분 휘발방

지를 목적으로 Ar 분위기에서 수행되었다. 다음 표 3-4-6에서 중력주조방법에 의한 희토류에 

관련 시험을 요약하였다. 

표 3-4-6. 희토류 연료심 중력주조 시험 현황(제조용량 19ea/batch)

용해번호 연료심 종류
연료심 개수
(장전량,g)

용해조건

출탕온도 예열온도

(℃) (℃)

13-08 U-10Zr-1RE 19(2691.4) 1668 1000

13-03 U-10Zr-3RE 19(2490.3) 1650 1000

13-05 U-10Zr-7RE 19(2675.9) 1645 1000

13-06 U-10Zr-10RE 19(2325.3) 1646 1000

② 희토류 연료심 사출주조 시험 현황

사출주조법에 의한 희토류 연료심 제조시험은 약 16회 수행되었다. 희토류 장입량은 함량별 

1, 3, 5, 7, 10wt% ( RE: 53% Nd, 25% Ce, 16% Pr, 6% La)으로 수행되었으며 희토류 연

료심 제조용량으로 보면 배치당 1, 13, 4ea/batch 으로 수행되었다. 연료심 제조 분위기는 

대부분 휘발방지를 목적으로 Ar 분위기에서 (S15-31의 경우 진공분위기) 수행되었다. 다음 표 

3-4-7에서 지금까지의 사출주조법에 의한 희토류에 관련 시험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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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7. 희토류 연료심 사출주조 시험 현황(제조용량 1ea/batch, 19ea/batch, 4ea/batch)

용해번호 연료심 종류
연료심 
개수

(장전량g)

용해조건

출탕온도
가압
압력

사출 전 
pumping 

시간

가압 전 
유지
시간

가압 후 
유지시

간
예열온도

(℃) (bar) (sec) (sec) (sec) (℃)

S13-08 U-10Zr-7RE 1 1500 1.95 20 4 5 600

S13-09 U-10Zr-10RE 1 1500 1.95 20 4 5 600

S14-02 U-10Zr-1RE 1(520.2) 1450 2.3 20 4 5 600

S14-03 U-10Zr-3RE 1(526.3) 1450 2.3 20 4 5 600

S14-06 U-10Zr-5RE 1 1450 2.3 20 4 5 600

S14-04 U-10Zr-7RE 1(550.7) 1450 2.3 20 4 5 600

S14-05 U-10Zr-10RE 1(539.5) 1450 2.3 20 4 5 600

S15-20 U-10Zr-3RE 13(2377.6) 1550 2.8 No 4 6 600

S15-28 U-10Zr-5RE 13(2036.5) 1470 2.8 No 4 6 600

S15-29 U-10Zr-7RE 13(1971.3) 1470 2.8 No 4 6 600

S15-21 U-10Zr-10RE 13(2356.9) 1470 2.8 No 4 6 600

S15-31 U-10Zr-8RE 4(927.82) 1420 2.8 진공 3 4 600

S15-33 U-10Zr-10RE 4(901.95) 1470 2.8 20 3 6 600

S15-34 U-10Zr-10RE 4(908.22) 1470 2.8 20 3 7 600

S15-35 U-10Zr-13RE 4(878.75) 1470 2.8 20 2 7 600

S15-37 LEU-10Zr-13RE 4(989.91) 1470 2.8 25 3 7 600

(2) 제조 연료심 평가

① 중력주조 제조용량 19ea/batch 평가

용해 Batch당 연료심 원료는 약 2.5kg 사용되었으며 지름 약 5mm, 길이 약 300mm 연

료심을 19개씩 주조하였다. 연료심은 U-10Zr-3RE 연료심 일부를 제외하고는 몰드 전체 길이

만큼 주조된 것을 볼 수 있다. 표면상태는 분배기와 근접한 상부보다 하부에서 더 양호한 경

향을 보였다.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의 주조 전과 후의 물질수지표를 보면 희토류 함량이 

7wt.%와 10wt.%로 증가하여도 연료 손실은 0.2~1.3%로 희토류 원소가 포함되지 않은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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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주조에서와 유사하게 낮은 연료손실율을 보였다. 그러나 희토류 함량이 증가할 경우 용해 

주조부품 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용해주조 공정 중 반응성 등에 유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② 사출주조 제조용량 1ea/batch 평가

용해 Batch당 연료심 원료는 약 500g 사용되었으며 지름 약 5.4mm, 길이 약 250mm 연

료심을 주조하였다. 희토류 함량 10wt.%까지 연료심은 석영주형 전체 길이만큼 주조되었다.  

용탕에 침적되는 연료심 하부는 연료심 중부, 상부에 비해 약간 거친 표면을 보였으나 연료심

은 전체적으로 두께 변화 없이 건전하게 주조되었다. 희토류 함량 10wt.% 연료심의 경우 연

료심 상부에도 거친 표면을 볼 수 있는데 희토류 함량이 증가 할수록 적절한 사출주조 조건의 

개선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희토류 연료심 사출주조 시 희토류 함량이 용해주조 부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면 희토

류 원소가 없거나 미량 존재할 때 도가니 내부표면은 용탕반응 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용탕 표면은 반응에 의한 산화물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희토류 함량이 클 경우 큰 차이를 보

였다. 용해주조 후 관측된 도가니 일부 표면은 용탕과 반응에 의해 홈이 파였고 용탕 잔탕 표

면에서는 반응에 의한 많은 산화물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희토류 원소를 용해주조 할 경우 고

온에서 보다 안정한 용해주조부품개발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 후 물질수지를 조사해 보면 희토류 함량이 7wt.%와 10wt.%로 

증가하여도 연료 손실은 1% 내외로 희토류 원소가 포함되지 않은 연료심 주조에서와 유사하

게 낮은 연료손실율을 보였다. 그러나 희토류 함량이 증가할 경우 용해 주조부품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용해주조 공정 중 반응성 등에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제조된 희토류 연료심의 내부 균질성과 희토류 원소 함유량에 따른 밀도 변화의 경우 희토

류 함유량이 많을수록 밀도 값이 적고, 희토류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밀도 값이 낮아지는 정도

도 일정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희토류 1wt.%, 3wt.% 연료심은 밀도차이 없이 균일

한 상태를 보여주고, 5wt.%, 7wt.% 연료심은 하부에서 약간 낮은 밀도 값을 나타내고 

10wt.% 연료심은 상부와 하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 값을 보였는데, 이는 사출주조 특성

상 주조가 균일하게 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밀도 값은 희토류 함유

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대략 ±0.1g/cm3 편차로 연료심은 균일한 상태를 보였다. 

연료심의 합금조성 평가결과, Zr 함량은 장입함량과 거의 일정하게 나왔고, U 함량은 장입

함량에 비해 약간씩 높게 나왔고, 희토류 원소 함량은 장입농도보다 적게 나왔다. U 함량 회

수율은 장입함량보다 모두 높게 나왔고, 희토류 원소 회수율은 장입함량에 미치지 못했다. U 

함량 회수율은 희토류 함량이 커질수록 U 회수율도 장입함량 보다 커지는 것을 보여주고, 희

토류 장입함량이 커질수록 회수율이 적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U 회수율과 희토류 원소 회수율

은 서로 반비례관계를 보였으며, 희토류 함량이 적을수록 장입함량에 근접한 회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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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연료심의 희토류 함량에 따른 석출물 상태 및 석출물의 분포상태의 경우 희토류 함

량 1wt.% 연료심 기지에 분포된 석출물의 경우 연료심 기지조직에 석출물의 형상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고, 석출물 형상은 약 10㎛ 크기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 석출물 형상과 연료

심 단면에 대한 EDX 분석 결과를 보면 희토류 1wt.% 연료심은 희토류 함량이 소량이라 완전

한 석출물을 이루지 못하고 균일하게 분포하는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희토류 함량 

5wt.% 연료심 기지에 분포된 석출물의 경우 지르코늄 석출물과 희토류 석출물이 균일하게 분

포하고, 연료심 기지조직에 희토류 석출물은 구형 형상으로 약 10~20㎛ 크기로 균일하게 분

포하고 있다. 희토류 함량 10wt.% 연료심 기지에 분포된 석출물의 경우 많은 양의 석출물이 

균일하게 분포하였다. 희토류 석출물의 크기는 약 10㎛~40㎛ 크기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석출물은 희토류 원소 중 다량 함유된 Nd, Ce가 확실히 검출되었고, 연료심 단면에

서 RE 조성 비율이 각 원소 함량에 유사하게 검출되었다.

개량분석을 위하여 Cutting 한 잔탕에서 육안으로도 구별 가능한 RE Rich 층을 확인하였

다. 10 RE wt.%를 함유시킨 연료심 제작 후 남은 잔탕에서 상부의 Segregate 층은 약 1~3 

mm의 두께였으며 각 부분의 화학분석 결과 Uranium은 여타 부위에서 80% 이상을 나타냄

에 반하여 상부 층에서 10% 이하였으며, 해당부분의 RE 함유량은 80% 이상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Uranium, Zirconium과 각각 

Intermetallic 혹은 고용도를 갖지 않는 RE 원소들은 Distribution 법칙에 따라 석출물 형태

로 U-Zr alloy 내부에 존재 할 수 있지만, 어떤 임계 점 이상의 RE 함유량 증가는 RE의 

Segregation을 유발 시킨다는 것과, U-Zr alloy보다 산화성이 높은 RE가 산화되어 상부에 

Segregation 되었다고 추정된다. 

③ 사출주조 제조용량 13ea/batch 평가

희토류 함량 3wt%, 5wt%, 7wt% 그리고 10wt%를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희토류 고함량 연

료심  다량 제조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희토류 연료심 특성시험으로 주조결함, 밀도측정, 미세

조직 검사, 합금조성 및 불순물함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희토류 연료심 특성시험결과, 부위별 

밀도편차는 ±0.3g/cm3로 균일하고, RE 함량도 균일한 분포 결과를 보였다. 연료손실율 평가

에서도 U-10Zr-10RE 연료심 제조시험에서 손실률 약 1.2%로 낮은 결과 값을 보였다. 

④ 사출주조 제조용량 4ea/batch 평가

하나로 2차 희토류 연료심 예비제조시험을 위해 희토류 장입량 8wt%RE 1번, 10wt%RE 2

번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공정변수로 RE 8wt.%의 경우 온도 1420℃, 압력 2.8 kgf/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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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 전 유지시간 3초, 가압 후 유지시간 4초로 설정하였고, 몰드 길이는 직경 5.54mm, 길

이 300 mm 2개,  직경 3.90 mm, 길이 300 mm 2개로 하였고, 사출 직전에 진공상태를 

만들어 주었다. 사출 결과, 연료심 상태는 주형을 다 채우지 못하였다. 10wt.%의 경우 공정변

수로 온도 1420℃, 압력 2.8 kgf/cm2, 가압 전 유지시간 3초, 가압 후 유지시간 6초로 설정

하였고, 몰드 길이 직경 5.54mm, 길이 300 mm 2개,  직경 3.90 mm, 길이 300 mm 2개

로 하였다. 사출 결과, 연료심 상태는 용탕이 일부 흘러내린 상태를 보였다. 10wt.% 추가실험

의 경우 공정변수로는 온도 1420℃, 압력 2.8 kgf/cm2, 가압 전 유지시간 3초, 가압 후 유지

시간 7초로 설정하였고, 몰드 길이 직경 5.54mm, 길이 300 mm 2개,  직경 3.90 mm, 길

이 300 mm 2개로 하였다. 사출 전 약 40초간 진공펌프를 사용하여 시험을 진행시켰다, 사

출 결과, 직경이 큰 연료심(Ø5.54mm)의 경우, 용탕 일부가 흘러내렸다. 

하나로 2차 희토류 연료심을 분석하기 위해 화학분석, OM, SEM/EDS 를 수행하였다. 주조

된 연료심 상부와 하부를 절단하고 나머지 건전부위에서 길이 50mm 두 개의 예비 조사시편

을 택하였다. 주조된 연료심 상부, 중부, 하부에서 화학분석용 시편과 조직(OM, SEM/EDS) 

분석용 시편을 채취하였다. 8wt.%RE 장입 연료심을 가지고 OM 분석을 수행하였다. 희토류 

장입량을 8wt% 했을 때 화학분석결과 연료심 상부, 중부, 하부에서 RE 함량은 각각 3.5, 

2.9, 3.1wt% 결과를 보였다. RE 석출물은 연료심 상부, 중부, 하부에서 균일한 분포를 보였

으며, 석출상은 구형 형상으로 대부분 50㎛ 이하 값을 가졌고, 연료심 상부에서 RE 조대(200

㎛) 석출상이 관찰되었다. 희토류 장입량을 10wt% 했을 때 화학분석결과 연료심 상부, 중부, 

하부에서 RE 함량은 각각 3.69, 3.63, 4.50wt% 결과를 보였다. RE 석출물은 연료심 상부, 

중부, 하부에서 균일한 분포를 보였으며, 석출상은 구형 형상으로 대부분 50㎛ 이하 값을 가

졌다. 석출상은 구형 형상으로 연료심 외주부보다 중심부가 연료심 상부보다 하부에서 크기가 

더 큰 경향을 보인다. 석출상의 크기는 대부분 50㎛ 이하 값을 가진다. RE 함량에 따른 석출

상의 변화를 보면 희토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지조직에서 석출상의 크기와 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고함량 희토류 분석결과를 보면 밀도/화학분석 결과는 중력주조와 사출주조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밀도/화학성분 분석결과 장입 RE 함량의 증가에 따라 측정된 RE 함량 증가폭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입량 증가에 따른 용탕표면적 증가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세조직 관찰 결과 장입 RE함량과 RE 석출물 함량이 비례하여 증

가함을 알 수 있으며 RE 석출물은 연료심 전체에서 균일하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험자

료 추가 및 분석을 통하여 화학분석 자료, 도가니 잔탕 RE 함유량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현재까지의 추정되는 장입 RE 함량의 증가에 따라 측정된 RE 함량 증가폭이 감소하는 원

인분석으로 도가니와 용탕 반응 및 침식반응으로 손실되는 량, RE 휘발 가능성 및 휘발 손실

분 추정, 용탕 표면에서 산화 반응 및 추정량 추정, 가압가스의 불순물 영향, leak에 의한 산

소 유입 등으로 추론해 볼 수 있어 원인별 개별효과시험 실시하여 분석을 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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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DB

중력주조 제조용량 19ea/batch 연료심에 대해 RE 1%~10%에 대한 연료심 분석 자료를 

정리하였다. 사출주조 제조용량 1ea/batch, 13ea/batch, 4ea/batch 연료심에 대해 RE 

1%~10%에 대한 연료심 분석 자료를 정리하였다. 

(1) 중력주조 제조용량 19ea/batch 연료심

중력주조 연료심에 대해 1%RE(13-08)의 경우 주조된 연료심 형상, 용해주조 후 도가니와 

출탕봉 형상, 연료심 gamma-ray radiography, 주조 후 연료손실, 밀도자료, 화학분석 자료

등을 정리하였다. 3%RE(13-03)의 경우 주조된 연료심 형상, 주조 후 연료손실, 밀도자료, 석

출상 분포상태 SEM/EDX 분석 자료이다. 7%RE(13-05)의 경우 주조된 연료심 형상, 용해주

조 후 도가니와 출탕봉 형상, 주조 후 연료손실, 밀도자료, 화학분석, 석출상 분포상태 

SEM/EDX 분석 자료(그림 3-4-23)이다. 10%RE(13-06)의 경우 주조된 연료심 형상, 주조 후 

연료손실, 밀도자료, 화학분석 자료이다. 정리된 자료는 그 양의 방대함에 본 보고서에 전부 

수록하지 않음을 밝힌다.

그림 3-4-23. 중력주조로 제조된 희토류 연료심 U-10Zr-7wt.%RE 단면 SEM/EDS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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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출주조 제조용량 1ea/batch 연료심

사출주조 1ea/batch로 제조된 연료심 7%RE(S13-08)의 경우 화학분석 자료가, 10%RE(S13-08)

의 경우 화학분석 자료가 정리되었다. 1%RE(S14-02)의 경우 주조된 연료심 형상, 용해주조 후 

도가니와 용해잔탕, 주조 후 연료손실, 석출상 분포상태 SEM/EDX 분석 자료가 정리되었다. 

3%RE(S14-03)의 경우 주조된 연료심 형상, 주조 후 연료손실, 화학분석 자료, 석출상 분포상

태 SEM/EDX 분석 자료가, 5%RE(S14-06)의 경우 화학분석 자료, 석출상 분포상태 

SEM/EDX 분석 자료가 정리되었다. 7%RE(S14-04)의 경우 주조된 연료심 형상, 용해주조 후 

도가니와 용해잔탕, 주조 후 연료손실, 밀도자료, 화학분석, 석출상 분포상태 SEM/EDX 분석 

자료가 정리되었다. 10%RE(S14-05)의 경우 주조된 연료심 형상, 주조 후 연료손실, 화학분

석, 석출상 분포상태 SEM/EDX 분석자료, 잔탕 분석 자료가 정리되었다. 정리된 자료는 그 

양의 방대함에 본 보고서에 전부 수록하지 않음을 밝힌다. 

(3) 사출주조 제조용량 13ea/batch 연료심

사출주조 13ea/batch 연료심에 대해 정리된 자료는 U-10%Zr-3%RE(S15-20)의 경우 주조

된 연료심 형상, 화학분석, 밀도 자료이다. U-10%Zr-5%RE(S15-28)의 경우 주조된 연료심 

형상 자료이다. U-10%Zr-7%RE(S15-29)의 경우 주조된 연료심 형상 자료이다. 

U-10%Zr-10%RE(S15-21)의 경우 주조된 연료심 형상, 주조 후 잔탕 및 도가니, 화학분석, 

밀도 자료(표 3-4-8)이다. 정리된 자료는 그 양의 방대함에 본 보고서에 전부 수록하지 않음

을 밝힌다.

표 3-4-8. U-10Zr-10RE 연료심 밀도

연료심 시료번호 밀도(g/cm3)

상  부
1 U-10Zr-10RE (S15-21) S15-21 상 ① 14.7264 g/cm3

2 U-10Zr-10RE (S15-21) S15-21 상 ② 14.7375 g/cm3

중  부
1 U-10Zr-10RE (S15-21) S15-21 중 ① 14.6916 g/cm3

2 U-10Zr-10RE (S15-21) S15-21 중 ② 14.7228 g/cm3

하  부
1 U-10Zr-10RE (S15-21) S15-21 하 ① 14.8240 g/cm3

2 U-10Zr-10RE (S15-21) S15-21 하 ② 14.6960 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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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출주조 제조용량 4ea/batch 연료심

대표적으로 사출주조 제조용량 4ea/batch의 자료를 정리,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① 사출주조 희토류 고함량 시험(U-10Zr-8RE, 용해번호 # S15-31, 4ea/batch)

사출주조 4ea/batch 연료심에 대해 정리된 자료는 U-10%Zr-8%RE(S15-31)의 경우 주조

된 연료심 형상(그림 3-4-24), 화학분석(표 3-4-9), 석출상 분포 OM(그림 3-4-25), SEM 자

료(그림 3-4-26)이다. 

그림 3-4-24. U-10Zr-8RE 연료심

표 3-4-9. 개량사출주조(S15-31)로 제조된 U-10Zr-8RE 연료심 합금 조성(4ea)

U
(wt.%)

Zr
(wt.%)

Ce
(wt.%)

La
(wt.%)

Nd
(wt.%)

Pr
(wt.%)

REs
(wt.%)

직경
(5.54mm)

상 86.3 10.5 1.17 0.14 1.61 0.54 3.46

직경
(5.54mm)

중 87.4 10.3 1.05 0.1 1.33 0.45 2.93

직경
(5.54mm)

하 86.7 10.6 1.09 0.12 1.4 0.49 3.1

직경
(3.90mm)

상 85.7 10.9 1.14 0.12 1.44 0.51 3.21

직경
(3.90mm)

중 86.4 10.2 1.1 0.08 1.38 0.45 3.01

직경
(3.90mm)

하 83.8 10.2 1.8 0.37 3.17 1.05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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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5. U-10Zr-8RE 연료심(Ø5.54mm) 광학현미경 사진

그림 3-4-26. U-10Zr-8RE 연료심(Ø5.54mm) SEM 분석

② 사출주조 희토류 고함량 시험(U-10Zr-10RE, 용해번호 # S15-33, 4ea/batch)

U-10%Zr-10%RE(S15-33)의 경우 주조된 연료심 형상(그림 3-4-27), 화학분석(표 

3-4-10), 밀도(표 3-4-11), 석출상 분포 OM(그림 3-4-28), SEM(그림 3-4-29) 자료가 정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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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7. U-10Zr-10RE 연료심

표 3-4-10. 개량사출주조(S15-33)로 제조된 U-10Zr-10RE 연료심 합금 조성(4ea)

U
(wt.%)

Zr
(wt.%)

Ce
(wt.%)

La
(wt.%)

Nd
(wt.%)

Pr
(wt.%)

REs
(wt.%)

직경
(5.54mm)

상 86.2 10.1 1.25 0.12 1.77 0.55 3.69

직경
(5.54mm)

중 86 10.2 1.24 0.11 1.73 0.55 3.63

직경
(5.54mm)

하 84.8 10.8 1.41 0.17 2.22 0.7 4.5

직경
(3.90mm)

상 86.8 10.1 1.24 0.11 1.72 0.53 3.6

직경
(3.90mm)

중 86.8 10.5 1.24 0.11 1.71 0.51 3.57

직경
(3.90mm)

하 84.8 10.6 1.33 0.13 1.94 0.61 4.01

 

표 3-4-11. 개량사출주조(S15-33)로 제조된 U-10Zr-10RE 밀도(g/cm3,4ea)

1 2 3 4 5 6 7

직경
(5.54mm)

상부 14.9175 14.8876 14.8801 14.8800 14.9025 14.8914 14.8802

직경
(5.54mm)

하부 14.8748 14.8698 14.8674 14.8724 14.8761 14.8698 14.8714

직경
(3.90mm)

상부 14.9634 14.9617 15.0098 14.9510 14.9562 15.0497 15.1810

직경
(3.90mm)

하부 14.8978 14.9662 14.8940 14.8912 14.8960 14.8909 14.9395

그림 3-4-28. U-10Zr-10RE 연료심(Ø5.54mm) 광학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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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9. U-10Zr-10RE 연료심(Ø5.54mm) SEM 분석

③ 사출주조 희토류 고함량 시험(U-10Zr-10RE, 용해번호 # S15-34) 4ea

U-10%Zr-10%RE(S15-34)의 경우 주조된 연료심 형상(그림 3-4-30), 밀도 자료(표 

3-4-12), 화학분석 결과(표 3-4-13)가 정리되었다. 

그림 3-4-30. U-10Zr-10RE 연료심

표 3-4-12. 개량사출주조(S15-34)로 제조된 U-10Zr-10RE 밀도(g/cm3, 4ea)

1 2 3 4 5 6 7

직경
(5.54mm)

상부
14.811

7
14.8286 14.8195 14.8182 14.8130 14.8169 14.8108

직경
(5.54mm)

하부
14.914

6
14.9197 14.9184 14.9160 14.9299 14.9033 14.9200

직경
(3.90mm)

상부
14.913

1
14.9184 14.9454 14.9209 14.9258 14.9209 14.9061

직경
(3.90mm)

하부
14.924

0
14.9270 14.9272 14.9522 14.9295 14.9342 14.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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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3. 개량사출주조(S15-34)로 제조된 U-10Zr-10RE 연료심 합금 조성(4ea)

U
(wt.%)

Zr
(wt.%)

Ce
(wt.%)

La
(wt.%)

Nd
(wt.%)

Pr
(wt.%)

REs
(wt.%)

직경
(5.54mm)

상 86.2 10.2 1.36 0.09 1.87 0.6 3.92

직경
(5.54mm)

중 86.4 10.1 1.22 0.04 1.67 0.53 3.46

직경
(5.54mm)

하 87.5 10.2 1.28 0.06 1.71 0.55 3.6

직경
(3.90mm)

상 86.1 10.3 1.33 0.16 1.76 0.54 3.79

직경
(3.90mm)

중 86.2 10.4 1.18 0.35 1.52 0.53 3.58

직경
(3.90mm)

하 87 10.3 1.33 0.24 1.75 0.55 3.87

④ 사출주조 희토류 고함량 시험(U-10Zr-13RE, 용해번호 # S15-35)4ea

U-10%Zr-13%RE(S15-35)의 경우 OM(그림 3-4-31), 화학분석(표 3-4-14), 밀도(표 

3-4-15), SEM(그림 3-4-32) 자료가 정리되었다. 

그림 3-4-31. U-10Zr-13RE 연료심(Ø5.54mm) 광학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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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4. 개량사출주조(S15-35)로 제조된 U-10Zr-13RE 연료심 합금 조성(4ea)

U
(wt.%)

Zr
(wt.%)

Ce
(wt.%)

La
(wt.%)

Nd
(wt.%)

Pr
(wt.%)

REs
(wt.%)

직경
(5.54mm)

상 86.1 10.2 1.46 0.13 1.95 0.62 4.16

직경
(5.54mm)

중 87.5 10 1.41 0.13 1.86 0.6 4

직경
(5.54mm)

하 86 10.1 1.19 0.14 1.92 0.63 3.88

직경
(3.90mm)

상 86.2 10 1.4 0.14 1.91 0.61 4.06

직경
(3.90mm)

중 84.7 10.1 1.77 0.27 2.78 0.88 5.7

직경
(3.90mm)

하 67 9.9 5.65 1.56 12.4 3.85 23.46

표 3-4-15. 개량사출주조(S15-35)로 제조된 U-10Zr-13RE 밀도(g/cm3, 4ea)

1 2 3 4 5 6 7

직경

(5.54mm)
상부 14.8810 14.8802 14.8801 14.8812 14.8825 14.8811 14.8891

직경

(5.54mm)
하부 14.7934 14.7962 14.7998 14.7960 14.8087 14.8011 14.8000

직경

(3.90mm)
상부 14.8703 14.8434 14.8558 14.8531 14.8533 14.8484 14.8487

직경

(3.90mm)
하부 14.6086 14.6064 14.5992 14.6088 14.6017 14.6089 14.5923

그림 3-4-32. U-10Zr-13RE 연료심(Ø5.54mm) SEM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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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출주조 희토류 고함량 시험(LEU-10Zr-10RE, 용해번호 # S15-37)4ea

하나로 2차 조사시험용 금속연료심 제조를 위해 LEU로 제조된 금속연료심의 경우 표

3-4-16의 화학분석자료가 정리되었다. 해당 시편의 장입 조성은 LEU-10%Zr-10%RE이다. 

 

표 3-4-16. 개량사출주조(S15-37)로 제조된 LEU-10Zr-10RE 연료심 합금 조성(4ea)

U
(wt.%)

Zr
(wt.%)

Ce
(wt.%)

La
(wt.%)

Nd
(wt.%)

Pr
(wt.%)

REs
(wt.%)

직경 (5.54mm) 상 87.8 10 0.9 0.1 1.3 0.04 2.34

직경(5.54mm) 중 88.6 9.9 0.8 0.1 1.2 0.04 2.14

직경(5.54mm) 하 87.6 9.7 0.7 0.1 0.9 0.03 1.73

3.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용해부품 특성평가

가. 열 사이클링 실험

소듐냉각고속로에 사용될 핵연료로 금속연료가 선정되었으며, 고함량 희토류 U-10Zr-RE 계 

금속연료심을 제조할 때 흑연도가니를 사용한다[1]. 흑연도가니는 가격이 저렴하고 고온 내구성 

및 열 충격성이 우수하여 용해도가니로 사용되어왔다. 특히, 금속연료심에 포함된 고함량 RE(: 

rare-earth elements)는 고온에서 흑연도가니와 심하게 반응하여 금속연료심에 탄소 등 불순

물이 혼입될 뿐만 아니라, 도가니를 일회성 사용에 그치게 하여 많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하게 

한다[2-7]. 그로 인해 상당한 방사성폐기물이 생성되고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도 증가하여 재사

용 용해도가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두께 100∼150μm의 고온 치밀질 코팅층 생성

이 용이한 PSC(: plasma-spray coating) 코팅방법을 적용하여 흑연도가니와 금속연료 용탕간

의 반응을 방지하고자 하였다[8-14]. 한미공동연구과제인 I-NERI 과제를 통해서 선정된 고온 

세라믹 재료인 Y2O3, TiC 및 TaC를 코팅 후보재료로 선정하여 금속연료 용탕과의 반응을 방

지하고자 하였다. 금속연료 용탕반응실험은 세라믹 코팅재료로 PSC 코팅된 봉을 5분 및 15분

간 용탕에 dipping 한 다음 인출하여 코팅층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림 3-4-33). 

그림 3-4-33. PSC 봉의 melt dipping 시험 중 진공 melting chamber의 내부 사진; 

(a) dipping 전, (b) dipping 중, (c) dipping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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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흑연도가니와 플라즈마 코팅층간의 박리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중간층으로

서 SiC를 Chemical Vapor Reaction (CVR) 방법으로 접합코팅층 (Bonding Coating 

Layer)을 만들어서 흑연도가니에 보호코팅층(Protective Coating Layer)의 접합상태를 개선

하고자 하였다. CVR 코팅 방법은 도가니 표면의 탄소와 SiO2 분말을 열분해하여 얻은 Si 원

소 기체를 반응시켜 흑연도가니 표면을 SiC로 합성하는 기술이다. CVR 코팅으로 생성된 SiC 

접합코팅층 위에 Atmospheric Plasma-spray Coating (APS) 방법으로 고온 세라믹 물질을 

코팅하였다[15]. 사전시험 성격으로, 흑연재질의 원형시편을 준비하여 코팅 후 5회 열 사이클

링 시험을 수행하여 코팅층의 전후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림 3-4-34.에서 열 사이클링 시험 전

의 코팅 시편을 나타내었다. 열 사이클링 시험은 금속연료 사출주조실험 조건과 동일한 온도

와 압력조건에서 진행되었으며, 가열시간에 따른 온도상승곡선을 그림 3-4-35.에 나타내었다. 

상온에서 500℃까지 10분간 승온 후, 수분 제거를 위해 5분간 500℃에서 가열하였다. 그 후, 

500℃에서 1300℃까지 약 10분간 승온하고 1300℃에서 1470℃까지  3분간 가열하였다. 그 

후, 1470℃에서 10분간 그대로 둔 후 장치 전원을 off 하여 로냉하였다. 본 열 사이클링 시

험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열처리 후에 시편표면을 XRD를 이용하여 코팅층의 변화를 

조사하였고, 시편의 단면을 채취하여 그 단면을 SEM 분석을 통해 코팅층의 두께변화, 박리여

부, 균열 생성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였다. 그림 3-4-36.은 열 사이클링 시험 전후 변화를 

XRD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3-4-34. 열 사이클링 시험에 사용된 지름 20mm의 원형시편 

그림 3-4-35. 열 사이클링 시험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상승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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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3-4-36. SiC CVR - PSC 코팅층의 X-ray 회절 패턴; (a) Y2O3  코팅층, (b) 열 사이클링 후 Y2O3  

코팅층, (c) TiC 코팅층, (d) 열 사이클링 후 TiC  코팅층, (e) TaC 코팅층, (f) 열 사이클링 후 TaC 코팅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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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3-4-37. SiC CVR - PSC 코팅층의 주사식 전자현미경 사진; (a) Y2O3  코팅층, (b) 열 사이클링 후 Y2O3  

코팅층, (c) TiC 코팅층, (d) 열 사이클링 후 TiC  코팅층, (e) TaC 코팅층, (f) 열 사이클링 후 TaC 코팅층.

그림 3-4-36.(a) 및 (d)에 열 사이클링 시험 전후의 Y2O3 코팅층 표면의 X-ray 회절 패턴

을 나타내었다. Y2O3 코팅층은 열처리 전후 변화 없이 건전하게 존재하였다. 그림 3-4-37.(a) 

및 (d)에 열 사이클링 시험 전후 Y2O3 코팅시편의 SEM 단면사진을 나타내었다. (a)에서 

Y2O3 코팅층은 약 100의 두께로 균일하게 존재하였고, 약간의 기공도 존재하였지만 슬러

리 코팅방법을 이용한 코팅층보다 치밀한 코팅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4-37.(a)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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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의 흑연과 상단부 Y2O3 코팅층 사이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층이 바로 CVR 공정을 통해 

형성된 SiC 층이다. CVR 코팅은 Si 기체를 이용한 화학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코팅층의 두

께가 전체적으로 불균일하고 흑연의 기공을 그대로 존재한다. 그림 3-4-37.(d)에서 Y2O3 코

팅층은 5회 열처리 후에도 두께의 변화 없이 건전하게 존재하였다. SiC 코팅층과 Y2O3 코팅

층의 박리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미세균열은 발견되었으나 코팅층 전체를 가로지르는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다. SiC 층은 5회 열처리 후에도 전후 변화 없이 건전한 상태로 존재하였다. 그

림 3-4-36.(b) 및 (e)에 열 사이클링 시험 전후의 TiC 코팅층 표면의 X-ray 회절패턴을 나타

내었다. 그림 3-4-36.(b)의 열처리 전 TiC 코팅시편은 산화되지 않고 건전하게 cubic 상으로 

존재하였다. PSC 코팅시, carbide 계열 코팅분말을 이용한 코팅은 carbide의 산화문제를 야

기할 수 있으나, 산화물 층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carbide 계열의 각형분말형태에 따른 플라즈

마 스프레이건에서의 분말 유동성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3-4-36.(e)의 열 사이클링 

시험 후 TiC 코팅시편에서는 변화가 관찰되었다. SiC 코팅층위에서 TiC 코팅층이 박리되면서 

XRD 패턴에서 SiC와 TiC의 상이 동시에 관찰되었다. 그림 3-4-37.(b) 및 (e)에 열 사이클링 

시험 전후 TiC 코팅시편의 단면 SEM 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3-4-37.(b)에서 TiC 코팅층은 

약 100의 두께로 건전하게 존재하였으며 SiC 코팅층도 200∼300 사이의 두께로 존재

하였다. 그림 3-4-37.(e)에서 TiC 코팅층은 존재하지 않고, SiC 코팅층만이 존재하였다. SiC 

코팅층의 전후변화는 없으나, TiC 코팅층은 박리되어 있었다. 그림 3-4-36.(c) 및 (f)에 열 사

이클링 시험 전후의 TaC 코팅층 표면의 X-ray 회절 패턴을 나타내었다. 그림 3-4-36.(c)의 

열처리 전 TaC 코팅층의 X-ray 회절패턴에서는 TaC 코팅분말의 불순물 때문에 TaC를 제외

한 Ta 및 Ta4C3의 상도 함께 관찰되었으나, 주상(主相)은 TaC로 나타났다. 그림 1-4-(f)의 

열 사이클링 시험 후 TaC 코팅시편에서는 주상은 Ta2C 로 관찰되었으나, 추가적으로 

CaTa4O11 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고온진공 열처리 중에 열처리로 내의 불순물과 반응하여 생

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4-37.(c) 및 (f)에 열 사이클링 시험 전후 TaC 코팅시편의 단

면 SEM 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3-4-37.(c)에서 TaC 코팅층은 약 100의 두께로 건전하

게 존재하였으며 SiC 코팅층도 200∼300사이의 두께로 존재 하였다. 그림 3-4-37.(f)에서 

TaC 코팅층은 약 30의 거리를 두고 SiC 코팅층과 박리가 되었다. 그림 3-4-37.(f)는 박

리된 부분의 사진이지만, 박리가 되지 않고 잘 붙어있는 부분도 존재하였다. 미세하게 박리는 

되었으나 코팅층내부의 균열이나 코팅층 두께의 감소는 발견되지 않고 건전하게 존재하였다. 

표 3-4-17.에 실험결과를 종합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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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7. 각 코팅층의 열 사이클링 시험(Thermal Cycling Test, TCT) 전후 특성비교.

Material Thickness
Thickness 

Uniformity
Porosity Flaking

Y2O3

∼110 Uniform Closed pores No flaking

∼110 Uniform
Closed pores

(Micro crack)
No flaking

TiC
∼110 Uniform Closed pores No flaking

X X X flaking

TaC

∼110 Uniform Closed pores No flaking

∼110 Uniform
Closed pores

(Micro crack)
Fine flaking

나. 용탕반응실험

본 실험에서는 열 사이클링 시험에서 사용된 흑연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흑연도가

니에 SiC를 CVR 방법으로 코팅 후 각각의 코팅재료분말을 이용하여 PSC 코팅방법을 이용하

여 도가니 내부를 코팅하였다. 그 후에 DU, Zr, 및 RE를 일정비율로 도가니에 장입하고 소형 

사출주조장치를 이용하여 U-10wt.%Zr-5wt.%RE 연료심 사출주조공정의 용탕반응실험을 진행

하였다. 그림 3-4-38.과 그림 3-4-39.에 본 실험에 사용된 흑연도가니의 도면과, 소형 사출

주조장치를 나타내었다. 그림 3-4-38.에서 주조 후 흑연도가니로부터 heel 잔탕의 인출을 원

활하게 하기 위해 도가니 중앙벽면에서 도가니 바닥면까지 5o의 기울기를 갖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3-4-38. 금속연료심 사출주조공정의 용탕반응실험에 사용된 흑연도가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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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9. 금속연료 용탕반응실험을 수행한 사출주조장치.

표 3-4-18. 도가니 코팅재료별 용해금속의 장입량.

Materials
Depleted
Uranium
(85%, g)

Zirconium
(10%, g)

Rare Earth
Elements
(5%, g)

Total
(100%, g)

SiC+Y2O3 728.9 85.7 43.6 858.2

SiC+TiC 722.3 85.0 42.8 850.1

SiC+TaC 749.6 88.0 44.9 882.4

각 코팅재료별 흑연도가니에 장입한 원료의 양을 표 3-4-18.에 나타내었다. 우라늄합금 원

료를 흑연도가니에 장입하고 열 사이클링 시험과 동일한 온도 및 압력 조건에서 용탕반응 실

험을 진행하였다. 약 700℃에서 희토류의 용해가 먼저 일어나 증발이 발생하여 약 700℃부근

에서 진공분위기에서 약 400torr 압력의 Ar 분위기로 전환을 진행하였다. 열 사이클링 시험과 

다른 점은 유도용해이기 때문에 1470℃까지 프로그램을 설정해놓고 프로그램이 1470℃에 도

달하더라도 실제 용탕의 온도는 약 1505℃까지 상승한다. 용탕의 온도는 1470℃를 기준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데 이 때, 온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면 감쇠하는 사인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림 3-4-40.). 그림 3-4-40.에서 1470℃에 도달하고 약 10분 뒤에 1.5주기를 지

나 다시 1470℃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연료심 사출주조를 수행하게 된다. 사출주조시 주형

재질로는 석영관을 사용하며 내부는 Y2O3 slurry 코팅하였다. 주형의 내부직경은 5.54mm 

이다. 사출주조 후 그대로 로냉을 진행하며 상온까지 온도가 내려간 후에 흑연도가니와 석영

관 주형 및 금속연료심을 인출하여 해체하면 용탕반응실험은 종료된다. 그림 3-4-41.과 그림 

3-4-42.에 주조실험 직후 인출한 흑연도가니와 금속연료심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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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0. 1470℃ 도달 후 용탕의 온도변화곡선.

(a)

(b)

(c)

그림 3-4-41. 용탕반응실험 종료 후 해체한 흑연도가니와 heel 잔탕; 

(a) Y2O3 PSC 코팅, (b) TiC PSC 코팅, (c) TaC PSC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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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4-42. 용탕반응실험 후 도가니에서 사출주조한 연료심; 

(a) Y2O3 PSC 코팅 도가니에서 사출주조한 연료심, (b) TiC PSC 코팅 도가니에서 사출주조한 연료심, 

(c) TaC PSC 코팅 도가니에서 사출주조한 연료심.

그림 3-4-41.에서 용탕반응실험 종료 후 흑연도가니를 전부 파쇄하지 않고 heel 잔탕을 분

리해내는데 성공하였다. 금속연료 heel 잔탕을 제거할 때 특수한 도구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도가니 바닥에 충격을 부여하여 heel 잔탕을 분리하였다. 이는 흑연도가니와 잔탕이 상호반응 

없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흑연도가니 내부는 잔탕분리에 의한 상처 없이 건전하게 존재하

였으며 특별한 반응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림 3-4-42.에 각각 코팅재료별 용탕반응실

험을 진행하고 얻은 연료심을 나타내었다. 세 가지 코팅재료별 연료심은 모두 건전하게 주조

되었으며 연료심의 길이는 L220∼240mm, 직경은 5.56mm 로 일정하였다. 그림 3-4-43.

에 금속연료 용탕반응실험직후 분석한 도가니 단면의 SEM 사진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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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3-4-43. 금속연료심 사출주조공정의 용탕반응실험 후 SiC CVR  PSC 코팅도가니 단면의 SEM 사

진; (a) Y2O3 코팅 도가니 상부, (b) Y2O3 코팅 도가니 하부, (c) TiC 코팅 도가니 상부, 

(d) TiC 코팅 도가니 하부, (e) TaC 코팅 도가니 상부, (f) TaC 코팅 도가니 하부.

그림 3-4-43.에서 모두 흑연 도가니층과 SiC 코팅층은 확인되지만 그 상단의 코팅재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흑연도가니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한 이유는 용탕반응실험 종료 

후 로냉을 진행할 때 heel 잔탕이 냉각되면서 밀도차이에 의해 희토류원소들이 상부로 뜨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우라늄 원소는 아래로 가라앉게 되며, 이때 희토류원소들이 떠있는 흑연도

가니 상부에서 반응이 심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흑연도가니 하부에서는 반응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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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하부 측의 SiC 코팅층 두께가 상부 측의 SiC 코팅층의 두께 보다 얇은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는 반응으로 인해 코팅층의 두께가 감소한 것이 아닌 CVR 코팅공정에서 두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상부는 약 100 두께로 존재하였고 하부는 약 150∼200의 두께

로 존재하였다. 또한 일부 코팅층에서는 균열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림 3-4-44.에 TaC 코

팅층을 사용한 도가니에서 분리한 후의 heel 잔탕 확대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을 보면 도가

니에서 떨어져 나온 코팅층이 heel 잔탕에 붙어서 분리되었고, 그 분리된 코팅층이 heel 잔탕

의 표면에서 다시 분리되어 떨어져 나온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사실로 확인해볼 때, 코

팅층이 반응이 아닌 SiC 층과의 접착력 문제로 분리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EDS를 이용

하여 원소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3-4-45.와 그림 3-4-46.에 나타내었다. EDS 분석 

결과 대부분 C 원소와 Si 원소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미세하게 코팅층의 주원료인 Y, Ti, Ta 

원소가 탐지되었다. EDS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가니와 금속연료 사이의 반응은 발생하지 않

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b)

        그림 3-4-44. TaC PSC 코팅 흑연도가니 용탕반응실험 후 분리한 heel 잔탕을 확대한 사진; 

(a) 분리된 코팅층과 잔탕, (b) 잔탕과 붙어있는 코팅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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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4-45. 용탕반응실험 후 흑연도가니 상부 단면의 EDS에 의한 line scanning 결과;             

(a) Y2O3 PSC 흑연도가니, (b) TiC PSC 흑연도가니, (c) TaC PSC 흑연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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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4-46. 용탕반응실험 후 흑연도가니 하부 단면의 EDS에 의한 line scanning 결과;             

(a) Y2O3 PSC 흑연도가니, (b) TiC PSC 흑연도가니, (c) TaC PSC 흑연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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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휘발방지 금속연료심 용해주조 기술 개발 DB

가. 휘발방지 연료심 제조

미국 ANL에서는 1962년 EBR-II 최초 장입 연료를 시작으로 1994년 운전중지 될 때까지 

약 30년간 약 17만개의 우라늄합금 연료심과 약 1000개의 Pu를 넣은 3원계 합금 연료심을 

사출주조법으로 제조하였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파이로공정을 통하여 재순환하여 핵연료로 

사용할 경우 장수명 핵종 중 높은 증기압을 가지는 휘발성 원소가 함유될 경우 기존 사출주조

법에 의한 금속핵연료 제조 방법에는 휘발성 문제가 대두된다. 이것은 장수명 핵종을 반감기

가 짧은 핵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순수 목적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용 시설물의 오염, 

작업자의 방사선 노출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따라서 휘발성 원소의 휘발 제어가 가능한 주

조 공정법을 적용하여 휘발방지 연료심 제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실험에 사용된 주조장치

는 실험실 규모의 사출 유도용해로로 그림 3-4-47.에 나타내었다. 

재순환 핵연료에 포함되는 장수명 핵종 중 가장 증기압이 큰 원소는 Am으로 본 시험에서는 

Am과 유사한 증기압을 가지는 Mn을 사용하여 휘발방지 연료심 주조방법 평가 시험을 수행

하였다. 또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높은 증기압을 갖는 Sm을 활용한 금속연료심 제조를 수행하

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개량사출주조 요건에 따른 휘발 연료심의 제조 결과 제조된 휘발 연료

심에는 외관상 주조 결함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두께 변화 없이 건전하게 주조되었다. 휘발 연

료심 길이는 분위기압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불균일한 용탕 충진에 의한 

연료심 단락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전한 휘발방지 연료심 제조기술의 핵심으

로 분위기압과 사출가압의 적절한 제어가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과제에서 평가,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는 가압사출주조법에 의한 휘발방지 연료심 제조

를 위한 기반 기술로 Am의 손실제어 및 핵비확산수용성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에 활용될 예정

이다.

                    

그림 3-4-47. 금속연료심 제조용 사출 유도 용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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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휘발방지 연료심 특성평가

(1) Mn을 함유한 금속연료심 특성평가 

금속연료심 제조공정중의 휘발을 방지하기 위한 Mn을 함유한 금속연료심 주조시험은 분위

기압력 및 출탕압력 가압조건을 고정하고 분위기압력을 조절하여 수행하였다. 제조한 연료심

은 내부 결함 및 균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밀도를 측정하였다. 밀도 측정에 있어서 사출주조 

특성에 의해 주조가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최상단 및 최하단 부분을 제외

한 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연료심의 밀도는 최대 약 0.5g/cm3 편차 값으로 균일한 값을 가

지고 있었다. 연료심 부위별 화학조성 분석결과 원소별 조성은 전체적으로 1 wt.% 미만의 오

차 내에서 원료 장입조성과 일치하였다. 합금 조성 결과 휘발성 원소인 Mn의 휘발은 억제되

었고, 불순물의 함량도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n은 미세조직 분포 결과 기지조직 내

에 균일한 분포를 가졌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분석결과는 제3장 제1절 2. 휘발방지 연료심 

주조방법 평가에 명시하였다. 

(2) Sm을 함유한 금속연료심 특성평가 

재순환 금속연료심의 휘발방지 특성을 보수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Am과 유사한 증

기압을 갖는 Mn보다 증기압이 높은 Sm 및 유사 증기압을 갖는 Mo를 함유한 금속연료심을 

제조하고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4-48.은 사출 유도용해로로 용해 주조한 

U-10Zr-5Sm-5RE와 U-10Zr-5Mo-5RE의 연료심과 잉곳 사진이다. 

                           

그림 3-4-48. U-10Zr-5Sm-5RE/U-10Zr-5Mo-5RE 연료심과 Ingot

용해 주조 조건 중 휘발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인자로 변경한 분위기압 조건은 600℃ 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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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에서는 1.0x10-2torr 진공 분위기를 유지한 후 출탕 직전 1450℃까지 약 1.5기압을 유지

하였다. 출탕 직전, 연료심의 사출 주조를 위하여 로터리 펌프를 활용, 1.0x10-2torr 로 분위

기압을 낮춘 후 상기 압력을 유지하며 가압사출주조를 수행하였다. Sm을 함유한 금속연료심의 

특성 평가결과 U-10Zr-5Sm-5RE 연료심 및 U-10Zr-5Mo-5RE 연료심 모두 20cm이상의 

건전부위를 갖는 금속연료심의 주조에 성공하였다. 각 시편의 SEM 활용 분석결과 Sm은 RE 

원소들의 석출상과 유사한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 연료심 내 균일한 분포를 이루고 있

었다. 그림 3-4-49. 및 3-4-50.는 U-10Zr-5Sm-5RE SEM/EDS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3-4-49. U-10Zr-5Sm-5RE SEM의 point EDS 분석 결과

        

그림 3-4-50. U-10Zr-5Sm-5RE EDS Mapping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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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m 휘발특성 모사(Mn) 연료심 제조 및 평가 자료

가. 연구내용

휘발성 원소를 함유한 재순환 금속연료 제조는 사용 후 핵연료 TRU의 재활용 측면에서 연

료합금 제조 시 Am의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손실량이 발생하므로 휘발원소 방지기술

이 오래 전부터 부각되고 있다. 기존 연료심 제조에서는 휘발물질 원소를 목표조성보다 초과

하여 휘발조성을 맞추어 주조작업을 실시하였지만 방사성 물질의 확대 오염 및 폐기물 증가에 

따른 휘발성 물질을 함유한 주조합금의 제조에 적합한 조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TRU 내 존재

하는 Am 휘발거동에 대한 기초연구로써, Am과 유사한 휘발거동을 갖는 Mn을 대체물질로 

선정해 U-Zr-Mn합금을 고주파진공유도 용해방법(Vacuum Induction Melting, VIM)으로 

0.8기압 압력, 1500℃에서 용해하여 합금의 온도, 압력변화에 따른 성분분석 및 재료특성 평

가 및 휘발 양을 측정하였다.

나. 연구방법

  

U-10Zr-5Mn 모의 금속연료용 합금제조는 흑연 도가니 맨 아래 Zr, Mn, U 순으로 적층을 

실시하고 고주파 유도용해로에서 600℃까지 승온 속도 40℃/min로 가열하여 1.0 x 

10-3torr의 진공분위기로 15분간 유지하고, 1450℃까지는 0.8기압의 Ar 분위기에서 용해하

였다. 용해온도는 1450℃에서 15분 동안 유지하여 용해하였으며, 제조된 시료는 성분분석 및 

조직관찰을 수행하였다. Mn 손실 방지를 위하여 주조공정 개선을 기존 높은 용해 온도보다는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용해 시간의 감소를 통한 단시간 가열을 채택하여 휘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재순환 모의 금속연료심은 TRU-Zr 합금 연료심에서 TRU 합금연료의 주성분은 Pu을 

기본으로 하고 Np, Am, Cm 등과 유사한 휘발 조건을 지닌 Mn 합금원소와 Zr을 첨가하였

다. 고주파 유도 용해로 TRU-Zr 합금연료 제조 시 아래 그림 3-4-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m의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손실량이 발생하므로 Am 휘발방지 대비책 요구되는 것이다.  그

림3-4-52.는 Pu-Zr를, 그림 3-4-53.은 U-Zr 상태도로 Pu Zr 2원계 용해 온도를 가정하여 

용해온도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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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1. 금속 핵연료와 관련한 원소들의 온도에 대한 증기압곡선 [95]

그림 3-4-52. Pu-Zr 상태도 [96]           그림 3-4-53. U-Zr 상태도 [96]

그림 3-4-54.는 시험에 사용된 고주파유도로 장치이다. 고주파 유도용해로 안에 사용된 흑

연도가니는 그림 3-4-55.와 같이 시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3개의 홀 안에 각각의 원료를 

장입, 시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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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4. 고주파유도로 장치         

그림 3-4-55. 유도용해 흑연도가니

다. 연구 결과

그림 3-4-56.은 1.0x10-3torr의 진공분위기에서 휘발거동 실험을 수행한 U-10Zr-5Mn 합

금 미세조직 사진으로 기지 내에 검은 부위 Mn2Zr상(Phase) 및 회색부위 U-Zr-Mn 화합물 

형성 석출상으로 모합금 제조 후 각 부위별로 수차례 EPMA 분석한 결과, 흰 부위의 α-U 기

지 내에 검은 부위 Mn2Zr상 및 회색부위의 U-Zr-Mn 화합물 형성 석출상으로 확인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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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합금 조성은 U-7.4Zr-1.6Mn(wt%)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4-57.은 U-10Zr-5Mn 합

금을 EPMA를 활용하여 분석한 미세조직 결과로 석출 및 석출물 주변 기지조직의 성분 분석 

결과 (a)기지조직은 U-10.2Zr-1.6Mn, (b) 밝은 부위의 석출물은 U-30.3Zr-24.2Mn, (c) 어

두운 부위의 석출물 U-39.2Zr-41.7Mn(wt%)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1.0x10-3torr의 진공

분위기에서는 Mn의 높은 증기압으로 인해 많은 량이 휘발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으며 금속 

연료 제조공정상 용해 작업시 압력을 증가시켜 휘발을 억제 시켜야함을 알 수 있었다.

x100                                x2000

그림 3-4-56.  U-10Zr-5Mn 합금의 미세조직 이미지

그림 3-4-57.  U-10Zr-5Mn 합금의 EPMA 분석 미세조직 이미지

(a) U-10.2Zr-1.6Mn (b) U-30.3Zr-24.2Mn (c) U-39.2Zr-41.7Mn(wt%)

그림 3-4-58.은 760torr Ar 분위기에서 용해 주조한 모의 금속연료심을 용해 주조한 합금

으로 1450℃에서 15분간 유지하여 제조한 합금 시편으로 SEM EPMA 분석결과 

U-10.18Zr-4.2Mn(wt%)을 나타내어 760torr 압력 하에서는 휘발이 크게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실제 TRU-Zr합금연료 제조 시 Am 휘발방지 대책으로 용해 작업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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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760 torr 이상 유지를 하여 용해 주조 시 발생 가능한 휘발 손실 방지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x100                               x2000

그림 3-4-8.  760torr Ar 분위기 용해 주조합금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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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금속연료심 원격제조기술 개발

1.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 컴퓨터 시뮬레이션 예비 평가 보고서

가.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 원격설계 지침

원격 운전 및 보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자는 먼저 원격 운전 및 보수장비의 

성능과 제약을 잘 알아야 한다. 많은 핫셀은 그 목적과 장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manipulator를 보면, 이동용 manipulator, 고정용 manipulator, master/slave 

manipulator 등이 설치될 수 있다. 각각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것

들을 운용하는데 그 능력이 차이가 나며 이 차이는 설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또한 설

계자는 원격 보수장비를 직접 가동하여 그 경험을 실제로 설계할 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원격 시스템은 거의 모든 경우 그림 3-5-1.과 같이 manipulator를 사용하며 여기에는 

이동장치와 관측장치가 부착된다. 관측과 이동장치에 의해 manipulator는 보수나 작업을 쉽

게 할 수 있으며 무거운 물체의 이동 및 작업에는 크레인을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공구의 운용도 가능하며 control room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그림 3-5-2.와 같이 

servomanipulator 등도 사용한다.

그림 3-5-1. 원격 작업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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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Servomanipulators [84]

원격제조장치 설계는 각 시스템의 특징, 능력 및 제약을 충분히 파악하여 최종 설계할 때 

원격조작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크레인, manipulator, 조명, 차폐창 및 가

용 공구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특히 설계자는 적절한 접근성과 충분한 공간, 조명 및 시야를 

고려하여 반드시 원격으로 운용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1) 방사선 차폐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시스템은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로 하고 경제적이고 유용한 부품의 

조립과 사용을 위하여 원격으로 보수가 가능해야 한다. 설계자는 방사선으로부터 작업자를 보

호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방사선원으로는 사용후핵연료, 공정물, 차 방사성 물질, 

표면 오염 물질 등이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강한 방사선원으로 악티나이드(U, Np, Pu, Am 등), 핵분열 생성물 및 구

조재에서 방사선이 나온다. 표면 오염은 공정 용액이나 입자 등이 표면에 흡착에 의해 붙어 

있는 것으로 정상 작업시에는 차의 방사선원이나 공정히 끝난 후는 주 방사선원으로 강력한 

방사선원이다.

설계자는 주로 감마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금속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전자

부품이나 유기물질 등은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유기물질로 제작된 부품은 필요한 

경우에 금속으로 차폐시켜 보호해 주어야 한다. 무게, 공간, 냉각장치 등도 고려해야 하는데 

차폐의 정도는 내방사성능과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2) 표준화

표준화된 기기의 사용은 전체 설계와 제조비용, 예비 부품과 작업자의 훈련기간을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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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특별히 설계된 부품보다 상업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의 사용이 요구되는데 

manipulator의 성능이 좋으면 그만큼 쉬워진다.

- 부품의 종류는 최소로 해야 한다.

- 표준 설계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3) 교체의 용이성

모듈의 교체 용이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이 요구된다.

- 모듈은 기본적인 보수장치를 이용하여 쉽게 교체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가능하면 특수 공

구, 지그 및 고정물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교체 모듈이나 부품 등의 실측 크기와 설치된 후의 크기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 모듈에 label 등을 부착하여 전체 장비에서 교체될 부위 등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4) 접근성

사람의 손으로 직접 보수하는 것에 비하여 핫셀 내에서 manipulator로 보수할 경우는 접

근성의 요구 조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핫셀에서 흔히 사용되는 임팩트 렌

치는 대략적으로 길이가 41 ~ 46, 높이가 30 ~ 41, 폭이 15 ~ 0 cm 정도 된다. 이 렌치를 

이용하여 기기에 부착된 볼트를 조이거나 풀 경우, 볼트 주위에 충분한 공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수장비의 직접적인 접근과 이 공구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충분한 공간도 확보되어 있

어야 한다. 또한 볼트 헤드가 밖에서 보여야 한다.

- 모듈은 차폐창이나, 페리스코프 및 CCTV에 의해서 충분히 볼 수 있어야 한다.

- 모듈은 사용 가능한 원격취급 장비에 의해서 분리와 취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핫셀 

내에 위치와 다른 모듈이나 장비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 무게에 의해서 manipulator나 크레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각각의 경우 접근성이 보장되

어야 한다.

- 모듈은 다른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분리되어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모듈은 핫셀 주위의 공간에서 쉽게 검사되고 수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모듈은 핫셀의 터널이나 penetration을 통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고장 및 오동작의 분석

설계자는 오동작이나 고장 등에 관하여 반드시 예측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이에 의해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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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나더라도 다른 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

은 사항이 제공되어야 한다.

- 효과적으로 고장을 감지하거나 특정 오동작이나 고장에 대한 인식 방법과 그 원인

- 모든 고장에 대한 수리 혹은 복구할 수 있는 방법

- 수리 전에 장비에 잔류하는 물질의 제거방법과 보관방법

- 수리시 소요되는 시간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

- 사용 중에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방적인 검사 및 작업 방법

- 기기는 모듈설계의 조건에 부합

- 오동작 및 고장에 의하여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설계

(6) 검교정

원격 검교정은 매우 힘든 일이다. 위치, 속도, 힘, 온도, 유량 등을 측정하는 센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들은 정상적인 고장 이외에도 조사나 부식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설계자는 가능하면 핫셀 내에서 수행하는 검교정을 피해야 한다. 여분의 센서를 활용하여 

하나의 센서가 고장나도 다른 센서로 작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 핫셀 밖에서 셀 내의 기기를 검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많은 경우 다수의 

고정된 센서가 연속적으로 측정하며 이동식 센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고정 센서의 출

력이 정확한지 검증하기도 한다.

- 부득이한 경우, 센서 등의 검교정은 미리 되어 있고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교정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수행한다면 기기를 제염한 후 핫셀 밖에서 수

행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7) 제염

공정에서 나온 기기는 제염을 충분히 하여 감마선의 강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한 후 수

리하거나 처분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 항목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직접 수리하거나 예비로 보관하기 위한 기기의 재료는 제염 액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

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 재사용하지 않는 기기 또는 부품은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의 재료를 사용한다.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No blind 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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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열이나 crevice를 채우는 연속 용접방법을 명시

     표면은 매끈하게(금속의 경우 전기연마)

     기공이 있는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물질이 걸릴 수 있는 joint는 사용하지 않는다.

- 핫셀내의 원격 보수의 기초는 원격으로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고장

난 부품은 직접 수리를 해야 한다.

- 다음은 제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세 가지의 기술이다.

     기체와 액체에 대한 밀봉된 기구를 장비 주위에 설치하되 작업을 방해하지 않게 한

다. 이 기구는 핫셀에 장비가 반입되기 전에 미리 설치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joint

나 부품 등이 들어갈 때 오염이 되지 않는 구조이며 쉽게 제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구는 미리 장비 주위에 설치되며 부품이 수리를 하기 위해 운반되기 전에 제거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booting”이다.

     장비를 허용한도로 제염한다. 이때 손상 우려가 있는 베어링, 연결 장치 등도 함께 

교체한다.

나.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 컴퓨터 시뮬레이션 

금속연료심 제조공정은 핵연료 제조공정에서 최초 공정으로서 많은 부대설비와 함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연료수율과 폐기물 발생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공정이다. 본 연구에

서는 TRU 금속연료 제조시설에서 사용될 핵연료 제조장치 중 핵심 공정장치인 금속연료심 제

조장치 구축을 위한 장치설계를 수행하였다.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는 용탕을 불활성 가스로 가압하여 주형 속으로 밀어 넣어 금속연

료심을 주조하는 장치로 주조공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 금속연료 용탕조성의 균일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진공이나 불활성 분위기에서 고주파유도가열 하고, 2) 용해주조로 챔버를 진공

으로 만든 로체 상부의 주형 집합체를 하강(반대로 도가니가 상승)하여 주형의 한쪽 끝을 용탕

에 침적시킨다. 3)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여 용탕에 압력을 가하여 용탕을 주형 속으로 밀어 

올린다. 4) 용탕금속이 응고되면 주형을 상승(반대로 도가니 하강)시키고, 주형이 냉각된 후 

해체하여 금속연료심을 얻는다.

원격장치 설계지침을 바탕으로 가상 핫셀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격 유지보수성과 

공정수행을 위한 원격 취급성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하여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를 설계하였

고 설계된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를 그림 3-5-3에 나타내었다.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 설

계에서 원격성능 평가를 위한 모의 핫셀은 메인 원격조작기인 MSM (Master-Slave 

Manipulator) 4기가 배치되어 있고 천정에는 중량물을 견인하기 위한 크레인 (Crane) 2기가 

운용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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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

(1) 용해챔버 모듈

금속연료심 원격제조 장치의 용해챔버는 상부챔버와 하부챔버로 나뉘고 상부챔버를 수직으

로 상승 및 하강시켜 챔버를 개폐한다. 금속연료심 원격제조 장치의 하부챔버와 상부챔버의 

설계형상과 설계도를 그림 3-5-4~7에 각각 나타내었다. 하부챔버의 높이는 원격조작기구를 

고려하여 아래에 챔버 지지선반을 두어 원격 조작기로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

였다. 

하부챔버에는 진공장치와 연결하기 위한 홀과 고주파 유도코일과 전원을 연결하는 홀이 존

재하고 상부챔버에는 원료물질이 가열 및 용해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한 홀이 존재한다. 상부

챔버와 하부챔버는 나사방식을 이용한 클램프에 의해 체결된다. 클램프는 특별한 공구를 사용

하지 않고도 공압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하부챔버와 상부챔버의 접촉경계에서 

진공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진공 오링이 삽입되고, 진공 오링은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용해 주

조 공정 중에는 냉각가스에 의해 냉각된다. 그림 3-5-8과 그림 3-5-9에 상부챔버와 하부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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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합하는 조립모듈과 챔버 경계면에서 진공 오링을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가스 채널을 각각 

나타내었다.  

하부챔버 내부에는 금속연료심 원료를 용해하기 위한 모듈이 있는데 원료용해 모듈은 크게 

도가니 및 도가니 가열모듈과 도가니 덮개 모듈로 나뉜다. 도가니 및 도가니 가열모듈에는 도

가니, 유도가열코일, 도가니 지지대 등으로 구성되고 도가니 덮개 모듈은 도가니 덮개와 도가

니 덮개를 개폐하기 위한 부품으로 구성된다.

유도가열코일(그림 3-5-10)은 튜브형 구리를 사용하고 용해주조 중에 방전현상을 막기 위해 

절연용 코팅재를 표면에 코팅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공정 중에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튜브내부에는 냉각가스가 순환하도록 설계하였다. 유도가열코일을 냉각하는 냉각가스는 칠러에 

의해 열교환이 이루어지고 이상온도에서 발진기의 전원이 차단되도록 설계하였다.

하부챔버 바닥에는  있는 용탕받이는 금속연료심 용해주조 중에 공정이상으로 도가니가 손

상되어 용탕이 도가니 밖으로 누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용탕을 회수할 수 있는 용탕받이를 두

었다.  따라서 용탕받이의 용량은 도가니가 용해주조할 수 있는 용탕 용량보다 더 큰 값을 가

져야 한다.  용탕받이는 하부챔버 바닥면에 있는 플랜지와 조립되고, 유도가열코일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료가 용해되는 도가니는 흑연을 사용하고, 흑연은 유도발열체로서 내구성과 가공성이 우

수한 장점을 가진다. 도가니 내부는 주조 후 응고된 잔탕이 잘 분리되도록 일정한 각을 두어 

가공하였다. 도가니 밑면에서도 열전쌍 장착이 용이하도록 일정 각을 두어 가공하였다. 설계된 

도가니의 형상과 하부 챔버에서 열전쌍이 장착되는 부위를 그림 3-5-11와 그림 3-5-12에 각

각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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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하다 상부챔버 설계형상 

그림 3-5-5. 상부챔버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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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하다 하부챔버 설계형상 

  

그림 3-5-7. 하부챔버 설계도 

그림 3-5-8 상부챔버와 하부챔버 조립모듈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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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진공 오링 냉각을 위한 냉각가스 채널

그림 3-5-10. 유도코일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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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1.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하다 도가니 설계도

그림 3-5-12.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하다 하부챔버 및 열전쌍 삽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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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형 모듈

상부챔버와 조립되는 주형 모듈은 주형, 주형 홀더, 주형 이송 리프트, 주형 이송 가이드 등

으로 구성된다(그림 3-5-13). 주형 이송 리프트(그림 3-5-14)는 체결된 주형 집합체를 수직으

로 이동시키고 전기모터(그림 3-5-15)에 의해 구동된다. 전기모터는 유압이나 공압에 비해 위

치 제어와 이송속도 제어가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본 장치에 채택하였다. 

2028년 가동 예정인 소듐냉각 고속로 원형로에 사용되는 연료봉에 장전되는 연료심의 길이

는 약 300mm 이지만 연료심 상부와 하부에 발생되는 결함으로 인해 절단되는 길이를 감안

하여 여유길이를 두었다. 주형 밑면은 약 45도로 가공하여 사출 용탕의 유입이 용이하고 용탕

표면에 생길 수 있는 슬래그로부터 막히지 않도록 하였다(그림 3-5-16).       

주형홀더는 제한된 면적에서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주형을 장전하기 위해 육각배열을 하였고 

이 때 장전되는 주형의 수는 약 80개이다. 설계된 주형 홀드를 그림 3-5-17에 나타내었다. 

주형 홀더에 조립된 주형들은 조립 혹은 이송 중 서로 부딪쳐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주형 중

간 위치에 주형 고정판을 두었다.

주조장치에서 제조된 금속연료심은 주형 집합체와 함께 후속공정으로 이송된다. 금속연료심

이 주조된 주형 집합체를 이송하기 위한 이송대차는 주형 집합체를 담는 주형 집합체 용기와 

용기를 이송하는 대차로 구성된다. 설계된 주형 집합체와 이송용기를 그림 3-5-18과 그림 

3-5-19에 나타내었다. 주형 집합체가 주조장치에서 이송대차로 옮겨지는 과정은 주조장치의 

기계적 조작으로 이루어지지기 때문에 이송대차의 정확한 위치가 중요하다. 

그림 3-5-13.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하다 주형 모듈 설계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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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4. 주형 이송 리프트 모듈 

그림 3-5-15. 주형 이송 전기모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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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6. 금속연료심 주조 주형 형상 

그림 3-5-17. 주형 홀더 설계도  

그림 3-5-18. 주형 집합체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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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9. 주형 집합체 이송 용기 

(3) 진공 및 챔버 가압 모듈

진공장치 모듈은 용해챔버를 진공상태로 만들고 진공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듈로서 진공 

펌프와 진공 밸브, 요소를 연결하는 원형관으로 구성된다.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하다 진공펌

프로서 확산 펌프와, 부스터 펌프, 로타리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 진공펌프의 종류는 그림 

3-5-20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사용 가능한 압력에 따라 저진공, 고진공, 초고진공으로 나눌 

수 있으나, 어떤 펌프를 어떤 압력에서 사용한다는 명확한 경계는 없고, 제조회사나 사용방법

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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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0. 진공펌프 종류별 가능 압력 범위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하다 가압 모듈은 가스 가압라인, 가스 저장탱크, 가스 냉각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금속연료심 원료물질이 용해하고 목표온도에 도달하면 진공상태의 챔버는 

순간적으로 가압되고 주형은 용탕으로 충진된다. 챔버에 가해지는 순간적인 압력은 챔버내부 

주조부품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챔버 내부로 가스가 고르게 분산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그림 3-5-21는 챔버 내부에 설계된 가스 유도관을 나타낸 것으로 유도관에 가공된 많

은 홀들은 가스를 챔버 내 고르게 분사시키기 위해 유도관의 직경을 점차 증가시켜 인가된 가

스압으로부터 충격을 완화하였다. 

        

그림 3-5-21. 가압 가스 분사 유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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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레임 모듈

프레임 모듈은 장치 및 기기를 지지하는 모듈로서 설계 형상을 그림 3-5-22에 나타내었다. 

프레임의 높이는 원격 조작기의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프레임에는 공압라인이나 

전기라인이 연결할 수 있는 커넥트를 부착할 수 있고 진공 및 가압 파이프의 지지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5-22.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하다 프레임 모듈 설계도  

제6절 재순환 금속연료심 원격제조기술 개발

1.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시스템 부대설비 상세설계

파이로 전기화학 재순환 (Pyro Electrochemical Recycling) 공정과 고속로를 연계하는 금

속핵연료는 파이로 전기화학 재순환 공정으로부터 TRU 원료를 공급받아서 용해주조공정을 통

해 금속핵연료로 제조된다. 제조된 금속연료심(Fuel slug)은 피복관 내에 소듐과 함께 장입되

어 밀봉되고, 연료봉 외면에 와이어를 나선형으로 감으며, 연료봉 다발 형태로 모아서 집합체 

덕트에 봉입된 형태로 핵연료집합체가 제조된다. 2028년부터 가동 예정인 고속로 PGSFR 

(Prototype Generation-IV Sodium-cooled Fast Reactor)에 필요한 핵연료를 공급하기 위

하여 국내 독자적인 TRU 금속연료 제조시설(TRU Fuel Manufacturing Facility, TFMF) 구

축과 핵연료 제조를 위한 장비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TFMF 시설에 사용되는 핵연료 제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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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금속연료심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대설비에 대해 설계요건을 정하고 상세설계를 수행하였다.

가. 금속연료심 원격 주조법

금속연료심을 제조하는 방법은 원료를 용해하고 주조하여 연료심을 제조한다[1-7]. 주조방법

은 미국에서 개발된 EBR-II 연료심 제조에 적용된 원격운전성이 우수한 사출주조기술을 적용

하여 금속연료심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사출주조기술은 용탕을 불활성 가스로 가압하여 주형 

속으로 밀어 넣어 주조하는 방법으로 그림 3-6-1에 사출주조기술의 원리를 나타내었다. 사출

주조공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 금속연료 용탕조성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공이나 

불활성 분위기에서 고주파유도가열 하고, 2) 용해주조로 챔버를 진공으로 만든 로체 상부의 

주형 집합체를 하강(반대로 도가니가 상승)하여 주형의 한쪽 끝을 용탕에 침적시킨다. 3) 불활

성 가스를 주입하여 용탕에 압력을 가하여 용탕을 주형 속으로 밀어 올린다. 4) 용탕금속이 

응고되면 주형을 상승(반대로 도가니 하강)시키고, 주형이 냉각된 후 해체하여 금속연료심을 

얻는다.

    

그림 3-6-1. 금속연료심 사출주조 원리를 나타내는 모식도 

나. 금속연료심 원격 주조 부대설비 

(1) 부대설비 장치 기술현황 및 분석 

미국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1951년~1963년 기간 동안 세계 최초로 

1.2 MW(t)급(0.2 MWe) EBR-I 실험용 고속로를 설계, 건설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한 후, 

62.5 MW(t)급(20 MWe) EBR-II 실험용 원자로를 설계하고 농축 우라늄 합금 연료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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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964년부터 운전을 시작하였다. 금속 핵연료제조는 FCF(Fuel Cycle Facility) 핫셀에서 

1969년 4월까지 700개 이상의 조사된 금속핵연료 집합체를 재가공하여 EBR-II로의 재순환 

기술 개발을 통한 전반적인 금속 핵연료 제조 기술을 확보하였다.

일본은 2005년에 “고속로사이클 실용화전략 조사연구” Phase II를 완료하고, 2006년부터 

후속 프로젝트인 FaCT(Fast Reactor Cycle Technology)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Phase 

II 연구의 결론으로 NEXT(New Extraction systems for TRU recovery) 공정을 기반으로 

한 선진 습식재처리 기술을 주개념, 그리고 파이로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속핵연료 주기기술을 

보조 개념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의 파이로 처리기술을 포함하는 고속

로주기기술을 국가적 중요기술로 선정하는 한편, Phase III(~2010년)에서는 개념설계와 핵심

기술의 실험적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은 미국과 일본에서 개발한 금속핵연료 제조공정과 관련된 금속연료심 원격 주조 부대

설비 장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① 도가니 파쇄장치와 저울

주조시에 도가니 바닥과 주형 하단과는 간격이 있어 합금 잔류물이 도가니 바닥에 남는다. 

잔류물 파쇄기(그림 3-6-2)는 잔류물 덩어리를 조각으로 부수어 재 용해할 수 있도록 해 준

다. 잔류물 가장자리 끝단만을 지지해주는 강철 도가니에 놓고, 잔류물 파쇄기를 정 위치시킨 

다음, 파쇄기 충격기를 떨어뜨려 파쇄한다. 충격기의 하중으로 인해 잔류물이 부서지고 파쇄된 

조각들은 강철도가니에 담기게 된다. 무게 측정을 위해 원격 측정 저울을 사용하였으며 용량

은 0~20,000 g, 정밀도 0.01%이다.

그림 3-6-2. 잔류물 파쇄기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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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형파쇄기

주조 금속연료심 처리공정은 주조품을 연료심으로 만드는 작업으로, 1단계는 Vycor 유리 

주형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림 3-6-3는 지지 프레임에 설치된 주형제거기이며, 

Vycor주형에 있는 주조품을 한 개씩 제거기에 올려놓게 되면 주형과 비슷한 구조의 경화 처

리된 2개의 평행봉 사이 틈에 굴러 들어가 공압으로 작동되는 칼날로 밀어서 주형 유리를 부

수고 금속연료심을 분리하게 된다. 깨진 유리조각은 폐기(scrap) 연료와 함께 수집통으로 모이

게 된다. 주형이 제거된 주조품 즉, 연료심은 평행봉에서 나와 제거기 앞으로 굴러 나온다.

그림 3-6-3. 주형 제거기 (demolder). [92]

③ 연료심 절단 및 검사기 (pin shear and inspection equipment) 

금속연료심 절단 및 검사 장치는 주형제거 단계, 절단 단계, 길이 및 무게 측정단계, 직경 

및 기공측정 단계, 판정 단계로 구성되며 계단식 프레임에 장착되어 있다. 그림 3-6-4은 연료

심 처리 장치를 보여준 것으로 작업 단계들은 일체형으로 잘 조화되어 공압, 전기 등을 함께 

이용하여 동작된다. 주형 제거 후 주조품을 일정 길이로 절단한다. 절단 절차를 보면, 고정된 

절단 블록과 구동되는 절단 블록으로 구성된 2 셋트를 사용하며, 절단 블럭 사이에 있는 

V-notch 위치 점에 주조품을 놓고 구동 블록이 앞뒤로 움직이면 V-notch가 벌어지면서 주

조품이 절단 위치에 놓이게 되고 구동 블록이 앞으로 밀려오면서 절단하게 된다. 절단된 양끝

은 재사용을 위해 수집하며, 절단 블록칼날은 공구강, 초고속도강이 사용된다. 각 블록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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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칼날 면이 있으며 통상 1,000~1,500회 절단하고, 블록을 위치 조정하면 4,000~6,000회

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움직이는 칼날이 뒤로 물러났을 때 절단된 연료심은 절단기를 통해 떨

어져 경사면을 타고 굴러 나와 길이 측정단계로 이동한다. 치수 측정장치에 연료심을 밀어 부

착시켜 길이를 측정하고, 연료심은 다시 저울 측정위치로 굴러간다. 무게 측정 후, 연료심은 

이동판에 의해 이동, 길이 방향 공급기로 굴러 들어간다. 그리고 직경게이지와 와전류 결함 측

정기 속을 통과하여 결함 여부를 측정한다. 

그림 3-6-4. 연료심 처리 장치 [92]

④ 성분 조정 장치

본 장치는 물품을 이송하는 핸들링암, 원료용기·도가니 준비대, 2대x2조의 저울로 구성된

다. 임계관리영역 내에 설치되며 임계안전을 위해 계량관리, 반출입 관리를 실시한다. 성분 조

성 설비의 개략도는 그림 3-6-5에 나타냈다. 대차로 이송되어 온 원료용기를 핸들링 암으로 

반입하여 전용 받침대 위에 놓는다. 받침대에는 ID 식별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용기 

ID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 개의 용기씩 이중 계량하여 중량을 확인 한 후, 도가니 

상부로 용기를 이송한다. 용기는 레버로 아래 판을 개폐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도가니 받침

대의 암으로 레버를 조작하여 내용물을 도가니로 투입한다. 모든 연료물질의 투입이 종료된 

후 도가니를 이중 계량하여 이송한다. 합금덩어리, 리사이클품, 금속의 형태 및 크기는 다양하

며 또한 전단편은 1배치 당 수백 개 이상 투입할 필요기 있기 때문에 암으로 1개씩 잡고 도

가니 내에 쌓아올리는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가니의 코팅 막에 연료물질이 충

돌하여 박리될 가능성이 있는 투입방식을 채택하였다. 다만 앞으로 연구 개발하여 코팅강도가 

향상 또는 새로운 장전법(예, 다른 용기에 연료물질을 투입한 후 도가니를 상하 반전시켜 용기

를 배내는 등)의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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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성분 조정 장치 [93]

⑤ 주형 제거 설비

본 설비는 주형 펠렛을 해체하고 주형을 빼내는 해체부, 주형을 파쇄하여 주조품을 빼내는 

파쇄부, 주조품의 길이를 축정하고 불합격품을 제거하는 측정부 및 주조품을 소정의 길이로 

잘라내는 절단부, 연료 슬래그, 주형 펠렛 등을 이송하는 크레인, 켄베이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설비는 임계관리 영역 내에 설치되며 임계관리, 반출입관리를 실시한다. 주형 제거장

치 본체의 개략도는 그림 3-6-6에 나타냈다. 해체부는 주형 펠렛 장전 박스, 해체용 핸들링 

암과 이송용 컨베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박스에 들어온 주형 펠렛의 상부 원반을 슬라이딩시

켜 주형의 상부를 원반에 투입시키는 것으로 원반에서 주형에 낙하한다. 박스를 가로 배열하

여 주형을 1개씩 파쇄부에 보내도록 한다. 파쇄부는 주형 하단표면에 부착한 막상합금을 박리

하기 위한 브러쉬, 박리편 흡입기, 주형파쇄용 롤러, 주조품 이송 주형 분리용 롤러 컨베이어, 

주조품의 표면에 부착한 주형파편 및 드로스를 제거하기 위한 브러쉬와 이러한 박리물들의 흡

입기로 이루어져 있다. 주형 파쇄용 롤러는 주형의 축방향에 대해 직각으로 2개 배치되어 있

으며 주형을 집어서 파쇄한다. 파쇄된 주형은 롤러 컨베이어의 간극에서 낙하하여 주조품과 

분리된다. 측정부는 주조품을 측정하는 레이저 마이크로 게이지와 이송용 핸들링암, 롤러로 되

어 있으며 측정 길이 이상이라면 절단부로, 길이가 부족하면 불합격품으로 분리된다. 절단부는 

복수의 전단칼, 전단 위치 결정 기구, 이송용 핸들링 암, 롤러로 구성되어 있다. 주조품은 전

단 위치 결정기구에 의해 위치 결정된 후 복수의 전단칼로 소정의 길이로 잘려진다. 이렇게 

얻은 슬래그는 슬래그보관함에 전단편은 전단편 보관함으로 분류된다. 수납부는 연료 슬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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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슬래그 수납용기에 넣기 위한 핸들링 암, 수납용기를 놓아 둘 받침대, 수납용기를 운송하기 

위한 크레인, 컨베이어 등으로 구성된다. 앞에서 언급한 작업은 사출주조의 배치 단위로 물품

을 반입한 후, 1개씩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그림 3-6-6. 주형 제거 장치 [93]

⑥ 연료슬래그 일시보관 및 연료슬래그 보관설비

본 설비는 슬래그 수납용기에 수납된 연료슬래그를 보관하는 선반, 수납용기 이송을 위한 

크레인, 컨베이어 등으로 구성된다. 연료의 종류에 따라 전용 선반에 수납하며 노심연료 선반

은 형상제한을 적용한다. 조작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납용기는 한번에 1개씩 이송하며 

크레인, 컨베이어 등에서 센서, 인터록을 설치한다. 또한 수납용기에는 잠정적인 질량제한치가 

있는 4.5kgPu에 상당하는 개수(즉, 사출주조 11배치분)의 슬래그만 수납할 수 있도록 용적을 

제한한다.

⑦ 슬래그 검사 설비

본 설비는 연료슬래그의 중량, 전장, 외경, 진직도 및 외관의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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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그 이송용기에서 연료슬래그를 빼내고, 검사 장치로 공급하는 핸들링암, 이송용기를 이송

하는 크레인, 컨베이어 등으로 구성된다. 슬래그 검사장치 본체의 개략도는 그림 3-6-7에 나

타냈다. 검사 장치는 중량을 계량하는 전자저울, 전장·외경·진직도를 측정하는 레이저 마이크

로 게이지, 외관의 광학영상을 얻기 위한 카메라, 이러한 검사기구의 구동기기 및 연료슬래그

의 위치결정·이송용 핸들링암, 컨베이어 등으로 구성된다. 연료슬래그는 1개씩 연속적으로 검

사 장치로 공급되어 검사를 받으며 각 검사 공정에서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슬래그는 불합격품 

보관함으로 보내진다. 슬래그 검사는 배치 단위로 물품을 이송한 후 1개씩 연속으로 실시한

다. 

그림 3-6-7. 금속연료심 검사 장치 [93]

다. 금속연료심 원격 주조장치 부대설비 설계

금속연료심 원격 주조장치 부대설비는 핫셀에서 원격으로 소듐냉각고속로 금속연료심을 공

학규모로 제조하기 위한 금속연료심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대설비로서, 주요 부대설비에는 앞

서 기술분석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원료 절단장치, 성분조정 장치, 탈주형 장치, 금속연료심 

표면연마 장치, 금속연료심 절단장치 등이 있다.  

(1) 부대설비 장치 설계지침 및 시방  

본 부대설비 장치는 원격 운전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아래 설계지침 및 시방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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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조작기구에 의한 조작을 통해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장치의 체결장치, 접속장치, 패스너(fastener) 등에는 상용화된 표준품을 사용하고, 가급적 

동일한 규격을 적용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장치는 모듈화하여 고장 발생 시 또는 교체 시 특정부위의 구성품을 분리, 제거하고 재조

립이 용이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각 모듈 및 구성품의 분리, 교체 시에는 주변장치와 간섭이 안 되도록 고려하며, 모듈 및 

구성품의 최대 크기/하중은 아래의 가용한 셀의 반출입 통로 또는 관통부 크기보다 작아

야 한다(장치 수용 시설에 따라 크기는 변경될 수 있다).

○ Large Module/Equipment/Component용

   - 직경: 2,300mm 이하

   - 높이: 2,300mm 이하

   - 허용하중: 2.8톤 이하

○ Small Module/Equipment/Component용

   - 가로: 850mm 이하

   - 세로: 250mm 이하

   - 높이: 350mm 이하

   - 허용하중: 25kg 이하

· 장치의 몸체와 분리품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식(mark)과 라벨(label)로 표시한다. 또한 

연결케이블, process connection line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한다.

· 가급적 특수공구, 지그(Jig) 또는 지지대(Fixture) 사용수를 최소화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

만 적용하여야 한다.

· 각 모듈은 원격조작기구의 취급하중과 도달거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 크레인 : 취급하중 2.8ton

   - MSM : 취급하중 25kg, 조작거리 : 3.3m

   - TSM : 취급하중 25kg, 조작거리 : TSM 본체 중심으로부터 1.5m

· 장치 몸체와 모듈 및 구성품 등 분리품 또는 다른 장치와의 정확한 접속을 위하여 인양고

리, 볼트체결장치와 조립체 간 정렬을 위한 가이드 등 적절한 체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볼트체결장치의 경우 체결여유도를 고려하여 거친 나사산을 가진 긴 스크류를 사용하고, 

볼트와 너트는 이탈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적절한 패스너, 가이드(Guides), 라벨을 적용하여야 한

다.

· 지지대는 원격 분리 및 조립을 용이하도록 부품이나 축 등을 정렬하고 잡아주는데 필요한 

경우 적용하여야 한다.

· 장치의 기능요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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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 금속연료심 주조장치 부대설비의 설비 및 부품에 사용되는 재질은 내열성 및 

내부식성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 원격 금속연료심 주조장치 부대설비의 전체 크기는 원격으로 제어 및 확인이 가능

하여야 한다.

   - 냉각기체 등 각종 유틸리티 공급라인은 탈부착이 용이하고 단순화하여야 한다

(quick connector등 이용).

   - 아르곤, 산소 등 각종 유틸리티의 공급 유량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공정의 단위공정 장치는 고장 시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transfer lock 크

기를 고려하여 최대한 module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장치내부 가스가 장치외부로 유출됨에 의해 Argon cell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

록 설계하여야 한다.

   - 각 공정의 주요 조작부는 Argon cell의 운전용이성을 고려하여 조작이 수월한 높

이에 위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각 공정장치는 시각적으로 관찰이 가능하고 원격조작이 용이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 공정 운전 중 장치 또는 기기의 오작동, 결함으로 인한 비상 상황 발생 시 장치의 

인터락 혹은 프로그램 제어에 의한 비상정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장치, 배관, 밸브는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 패킹, 씰, 가스켓류 등 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장치류는 본 시방에 명시된 운전 및 

환경조건에서 최소 10년의 설계수명을 가져야 한다.

   - 필터 Assembly가 설치될 경우 교체주기 파악 등을 위한 차압 감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장치의 성능요건은 다음과 같다.

   - 설계된 장치는 각각의 공급 조건과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규정된 운전능력을 보장

해야 한다.

   - 설지 지역: 아르곤 핫셀 내에 설치한다(시설착공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환경 조건: 

      차폐셀(Ar셀) 내부 :  습도 1%이하

      차폐셀(Ar셀) 외부 :  0 ~ 100%

   - 장치 설계 데이터

      원료 절단 장치 : 절단 지그 유닛, 프레스 실린더 유닛, 저장 용기, 장치 선방 

      원료 측정 장치: kg 단위 로드셀, g 단위 로드셀, g 단위 용기, 도가니 거치대, 

원격용 커넥터

      탈주형 및 연료심 절단장치: 탈주형 장치, 파쇄 주형 회수용기, kg 단위 로드셀, 

g 단위 로드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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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주형 장치

      연료심 표면연마 장치

      연료심 절단장치

· 장치 설계특성

   - 연료심 주조장치 부대설비는 파이로 재순환 원료 절단, 성분 조정장치, 탈주형 장치, 

연료심 표면 연마장치, 연료심 절단장치로 구성된다. 

   - 원료 절단시 발생될 수 있는 chip은 회수되어야 하고 회수된 chip은 chip 저장고에 

이송되어야 한다. 

   - 절단된 원료의 계량값은 핫셀 밖에서 읽을 수 있고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야한다.

   - 계량된 원료는 코팅된 도가니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도가니에 장입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연료심 절단장치 설계에서는 다음 공정을 포함한다. 주형집합체에서 주형분리, 주형에

서 연료심 인출 및 파쇄된 주형 회수, 인출된 연료심 표면연마, 연료심 절단

   - 주형으로부터 연료심 인출 공정에서 파쇄된 주형은 회수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비산된 파쇄주형은 작업 후 수집이 가능해야하고 회수된 파쇄주형은 저장고에 이

송되어야 한다.    

   - 연료심 표면연마공정과 연료심 절단공정에서 연료손실이 될 수 있는 연료분말과 연료 

chip은 회수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비산된 원료에 대해서는 수집이 가능하고 

저장고에 이송되어야 한다.    

   - 모듈형 원격 금속연료심 주조장치 부대설비는 상용고속로 연료공급에 적합한 대량생산

체계를 고려하여 설계를 수행한다.

   - 구조물, 배관 및 배선은 구조형 형강을 이용하여 전착물 회수장치 등이 견고하게 지지

되어야 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장치의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고온에서 재질의 열팽창으로 인한 반응기 및 구조물의 변형이 가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각종 배관 및 배선은 Frame을 이용하여 지지하도록 제작한다. 전선 및 신호선의 연결

부위는 Quick Connector를 사용하며, 히터는 안정적인 온도 유지를 위해 이중 

Overheating 방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 장치의 전기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공정장치에 설치되는 전기 기기 및 부품은 규격서에 기술된 요건과 규격서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전기 요건을 따라야 한다.

   - 장치에 대한 전기전원 또는 제어전원은 공급자 제어판넬에서 다시 적절히 변압 또는 

변류하여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 전기기기에는 적절한 차단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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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전기적 장치에는 접지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제어판넬이 있는 경우 전원용 배선과 신호 및 제어용 배선은 격리판을 두고, 서로 분

리배선 하여야 한다.

· 기기의 유틸리티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다.

   - 장치에 사용되는 전기, Ar가스, 냉각수 등은 시설 보조설비로부터 공급된다.

   - 공급되는 유틸리티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부분을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하며 공정장치와 유틸리티 연결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 공급되는 유틸리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전기 :  220V AC, 3상, 60 Hz

   - 아르곤가스

      아르곤가스 순도 : 99.999% 이상

      아르곤가스 공급압력 : 약 6 kg/cm2에서 2차 감압 0-4 kg/cm2 (정상운전 시)

   - 냉각수

      냉각수 종류 : 일반 상수도 등급

      냉각수 공급압력 : 대기압 이하 (정상운전 시)

   - 압축공기

      압력 : 6 kg/cm2 (정상운전 시)

(2) 부대설비 장치 설계 

금속연료심 원격 주조장치 부대설비는 핫셀에서 원격으로 금속연료심을 공학규모로 제조하

기 위한 금속연료심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대설비로서, 개발된 제작지침 및 시방을 기초로 다

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① 원료 절단장치

원료 절단장치는 파이로 공정에서 제조된 TRU 잉고트를 절단하는 장치이다. 현재 파이로 공

정은 개발 진행 중이며 제조되는 잉고트의 형상은 대략 원판형으로 Ø100 x H20mm 치수 값

을 가진다. 핫셀 내에서는 냉각수를 사용할 수 없고 원료 물질은 열에 의해 쉽게 발화되므로 

현재는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단에 의한 절단방법을 택하였다. 원료 절단공정에는 

원료 절단장치 모듈을 포함한 장치지지 프레임 모듈, 원료 고정지그 모듈, 절단된 원료를 회수

하기 위한 트레이 고정 모듈 등이 사용된다. 각각 조립된 원료 절단공정 장치의 삼차원 형상과 

도면을 그림 3-6-8과 그림 3-6-9에  각각 나타내었다. 프레임 모듈은 절단장치를 지지하기 위

해 가이드 핀과 홀이 있고 윗면에는 원료 절단 고정지그가 움직이는 레일이 설치되어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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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프레임 중간 부위에는 원료 회수 트레이를 장착할 수 미닫이 지그가 있다. 프레임 모듈에 

사용되는 재질과 세부 명칭을 표 3-6-1에 나타내었다. 프레임의 크기는 L1340xW900xH1001 

mm 값을 가지며 삼차원 형상과 설계도면을 그림 3-6-10과 그림 3-6-11에 각각 나타내었다. 

표 3-6-1. 원료 절단공정 프레임 모듈 구성품(그림 3-6-6)

NO. NAME MATERIAL Q’TY

1 프레임 unit STS304 1

2 L형 프레임 STS304 4

3 인양 걸쇄 STS304 4

4 회수용 드로워 STS304 1

5 가이드 레일 STS304 1

6 가이드 핀 SM45C 2

7 조절좌 고정판 STS304 4

P1 FJKBA 16-120 STS304 2

P2 LEMT 16 STS304 4

           

그림 3-6-8 원료 절단공정장치 3-D 형상           그림 3-6-9 원료 절단공정 장치 설계도

        

그림 3-6-10. 원료 절단공정 프레임 모듈 3D-형상    그림 3-6-11. 원료 절단공정 프레임 모듈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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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고정지그 모듈은 TRU 잉고트를 담아 이송하고 원료 절단시 원료를 고정시켜주는 모듈

로서 설계된 삼차원 형상과 설계도를 그림 3-6-12과 그림 3-6-13에 나타내었다. 모듈 앞, 

뒤에 있는 손잡이는 MSM으로 잡기 위한 손잡이로 절단 공정 전, 후 좌우로 밀 때 사용된다. 

절단장치에 의해 원료가 절단되면 원료는 모듈 밑면 있는 홀을 통하여 미끄러져 내려와 원료 

회수 트레이에서 회수된다. 트레이 고정 모듈은 트레이를 지지하고 절단된 원료가 회수 될 때 

충격에 의해 트레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는 모듈로서 삼차원 형상과 설계도를 그림 

3-6-14과 3-6-15에 각각 나타내었다. 트레이와 직접 접촉하는 가이드는 120도 방향으로 세 

개가 설치되어 있고 트레이의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형상을 고안하였다. 트레이 고정 모듈은 

MSM으로 열고 닫으며 설치 위치는 차폐창에서의 시야와 MSM이 미치는 거리를 고려하여 정

한다. 원료 절단장치 모듈은 원료 잉고트를 전단하는 모듈로서 모듈에 사용되는 재질과 구성

품을 표 3-6-2에 나타내었다. 절단장치 모듈은 오일 탱크, 부스터 실린더, 상단 플레이트, 베

이스 플레이트, 리니어 샤프트 등으로 구성되고, 설계된 삼차원 형상과 도면을 그림 3-6-16와 

3-6-17에 각각 나타내었다. 원료 절단장치 모듈은 공압과 유압을 동시에 사용하는데 작동원

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절단장치에 공압이 주어지면 공압유 변환장치를 통해 오일이 급유되고 

유압피스톤이 작동한다. 공압이 일정 값에 도달하면 공기압력 스위치에 의해 부스트 실린더에 

공압이 전달되고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 부스터 실린더에 있는 유압은 증압되어 고출력으로 전

진하게 된다. 

             

그림 3-6-12. 원료 고정지그 모듈 3-D 형상          그림 3-6-13. 원료 고정지그 모듈 설계도 

표 3-6-2. 원료 절단장치 모듈 구성품

NO. NAME MATERIAL Q’TY
1 프레스 실린더 unit1 SM45C 1
2 프레스 실린더 unit2 SM45C 1
3 프레스 실린더 unit3 SM45C 1
4 절단 unit SM45C 1
5 가이드 블럭 SM45C 2

P1 Booster Cylinder 1
P2 Oil Tak 1
P3 원격 커넥터 1



- 227 -

          

그림 3-6-14. 원료 회수 트레이 고정모듈 3-D 형상   그림 3-6-15. 원료 회수 트레이 고정모듈 설계도

               

그림 3-6-16. 원료 절단장치 모듈 3-D 형상        그림 3-6-17. 원료 절단장치 모듈 설계도

② 성분조정 장치

성분조정 공정은 계량저울 모듈, 용기 보관 모듈, 도가니 지지모듈, 프레임 모듈 등으로 구

성되고 세부 모듈 명칭과 모듈에 사용되는 재질을 표 3-6-3에 나타내었다. 그림 3-6-18과 

3-6-19은 성분조정 공정장치의 삼차원 형상과 도면을 보여준다. 성분조정 공정에서 프레임 

모듈(그림 3-6-20, 3-6-21)에는 로드셀이 놓이기 때문에 모듈이 설치될 때 수평을 맞추는 것

이 중요하다. 모듈 밑면에는 수평을 맞출 수 있도록 조절자를 두었으나 MSM으로 동작하기에

는 쉽지 않으므로 핫셀 밖에서 최대한 수평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로드셀은 주위의 작은 

진동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프레임 모듈의 설치위치는 이를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프레임 모듈은 구성하는 구성품과 재질을 표 3-6-4에 나타내었다. 로드셀은 Kg 단위 로드셀

과 g 단위 로드셀 두 종류가 있고 각각 절단된 원료가 큰 것과 작은 것을 측정할 때 사용한

다. 그림 3-6-22과 3-6-23은 각각 Kg 단위 로드셀을 사용할 때 용기와 g 단위 로드셀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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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때 용기를 보여준다. 용기에 달린 핸들(그림 3-6-24)은 MSM이 잡기 위한 것으로 MSM 

작업이 용이하도록 수직방향으로 핸들을 고정하였다. 로드셀 옆에는 계량이 완료된 용기를 임

시보관하기 위해 용기 보관대가 있다. 용해 도가니가 준비되면 이 원료를 사용하여 다음 공정

이 진행된다. 도가니 거치대는 주조장치에 장착되는 도가니를 거치하는 일종의 지그로서 계량

된 원료를 도가에 충격을 주지 않고 넣기 위한 기기다. 도가니 거치대에 도가니가 거치대면 

MSM은 거치대 핸들을 사용하여 도가니를 기울일 수 있다. 원료 용기에 있는 계량된 원료는 

이 상태에서 도가니에 옮겨지고 MSM은 다시 서서히 핸들을 돌려 도가니를 원위치 시킨다. 

설계된 도가니와 도가니 거치대, 도가니 거치대 핸들을 그림 3-6-25~27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3-6-18. 성분조정 공정장치 3-D 형상              그림 3-6-19. 성분조정 공정장치 설계도

 

            

그림 3-6-20. 성분조정 공정 프레임 모듈 3-D 형상   그림 3-6-21. 성분조정 공정 프레임 모듈 설계도

표 3-6-3. 성분조정 공정장치 모듈 구성품

NO. NAME MATERIAL Q’TY
1 프레임 unit STS304 1
2 Kg 단위 로드셀 STS304 2
3 g 단위 로드셀 STS304 2
4 Kg 단위 용기 STS304 4
5 g 단위 용기 STS304 4
6 용기 보관대 STS304 1
7 도가니 거치대 STS304 1

P1 원격용 커넥터 STS3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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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2. kg 단위 측정용 용기           그림 3-6-23. g 단위 측정용 용기

         (a)                              (b)

그림 3-6-24. 용기 핸들 (a) kg 단위 측정용 (b) g 단위 측정용 용기  

표 3-6-4. 원료 절단공정 프레임 모듈 구성품

NO. NAME MATERIAL Q’TY

1 프레임 unit STS304 1

2 L형 프레임 STS304 4

3 인양 걸쇄 STS304 4

4 전면 판넬 STS304 1

5 조절좌 고정판 STS304 4

6 가이드 핀 SM45C 2

P1 FJKBA16-120 STS304 4

P2 LEMT16 STS3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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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5. 주조용 도가니              그림 3-6-26. 도가니 거치대

그림 3-6-27. 도가니 거치대 핸들

③ 탈주형 장치

탈주형 장치는 주조된 금속연료심과 주형을 분리하는 장치로서 연료심 트레이, 탈주형 베이

스, 파쇄 모터, 파쇄 해머, 주형 회수 트레이 등으로 구성되고 설계된 삼차원 형상과 설계도면

을 그림 3-6-28과 3-6-29에 나타내었다. 금속연료심이 주조된 주형을 연료심 트레이에 넣으

면 자중에 의해 굴러 내려가고 주형을 파쇄하기 위한 대기상태로 놓인다. 설계된 트레이의 삼

차원 형상과 구조를 그림 3-6-30과 3-6-31에 각각 나타내었다. 트레이를 통과한 주형은 탈

주형 장치 베이스에서 파쇄되고 파쇄된 주형은 베이스 아래에 있는 용기에서 회수된다(그림 

3-6-32, 그림 3-6-33). 그림에서와 같이 탈주형 베이스는 파쇄된 주형이 분리하기 위해 많은 

홀이 뚫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형에서 분리된 연료심은 가이드 판을 따라 자중에 의해 

굴러 내려오고 연료심 형상을 가진 홈 가공부에서 멈춘다. 그림 3-6-34과 그림 3-6-35는 탈

주형 장치 파쇄 모터와 탈주형 장치 파쇄 해머의 삼차원 형상과 설계도를 각각 나타낸 것으로 

주형을 파쇄하기 위해 충격을 주는 모듈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파쇄 모터(P1)는 감속기(P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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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심 구동축과 조립되고 편심 구동축은 해머 판과 조립된다. 파쇄 해머는 파쇄 모터에 의해 

동작하고 파쇄 해머의 행정간 거리는 금속연료심의 직경과 주형의 두께를 고려하여 조절이 가

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탈주형 장치 파쇄 모터와 탈주형 장치 파쇄 해머를 구성하는 부품과 부

품들의 재질을 표 3-6-5에 나타내었다.  

그림 3-6-28. 탈주형 장치 3-D 형상

그림 3-6-29.  탈주형 장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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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0. 탈주형 장치 연료심 트레이 3-D 형상   그림 3-6-31. 탈주형 장치 연료심 트레이 설계도

                     

           

그림 3-6-32.  탈주형 장치 베이스 3-D 형상            그림 3-6-33. 탈주형 장치 베이스 설계도

그림 3-6-34. 탈주형 장치 파쇄 모터와 파쇄 해머 3-D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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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5. 탈주형 장치 파쇄 모터와 파쇄 해머 설계도

표 3-6-5. 탈주형 장치 파쇄 모터 및 파쇄 해머 구성품

NO. NAME MATERIAL Q’TY

1 편심 구동 축 SM45C 1

2 베어링 홀더 SM45C 1

3 링크 SM45C 1

4 슬라이드 SM45C 1

5 해머 판 STS304 1

P1 구동 모터 1

P2 감속기 1

④ 금속연료심 표면연마 장치

금속연료심 표면연마 장치는 탈주형 공정에서 연료심 표면에 붙은 주형 잔류물과 연료심 표

면에 형성된 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이다. 설계된 금속연료심 표면연마 장치의 삼차원 

형상과 도면을 그림 3-6-36와 그림 3-6-37에 나타내었다. 연료심 표면연마 장치의 주요 구

성품으로는 연료심을 고정하는 Clamping cylinder, 연료심 표면을 연마하는 브러시가 부착되

어 있는 Gripper cylinder, 그리고 Gripper cylinder를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Rodless 

cylinder가 있다. 브러시는 소모성 부품으로 Gripper cylinder에서 탈부착이 용이하게 설계

하였다. 장치와 주변 설비의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표면연마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

는 분진을 따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장치 아래에는 트레이를 두었다. 연료심 표면연마 장치는 

약 450x582x235mm 크기를 가지고 내부식성에 우수한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된다. 금속연

료심 표면연마 장치의 구성품과 재질을 표 3-6-6에 정리하였다. 금속연료심 표면연마 장치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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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탈주형 장치와 연료심 절단장치가 각각 연속공정으로 설치된다.

   표 3-6-6. 금속연료심 표면연마장치 구성품

NO. NAME MATERIAL Q’TY

1 베이스 플레이트 STS304 1

2 LM 서포트 STS304 2

3 슬라이딩 unit STS304 1

4 트레이 STS304 1

5 원격 고정 볼트 SM45C 2

6 가이드 부시 SM45C 2

P1 Rodless Cylinder 1

P2 Climping Cylinder 2

P3 Slinding Cylinder 1

P4 Gripper Cylinder 1

P5 원격 커넥터 2

            

그림 3-6-36. 금속연료심 표면연마장치 3-D 형상     그림 3-6-37. 금속연료심 표면연마장치 설계도

⑤ 금속연료심 절단장치

금속연료심 절단장치는 주조된 금속연료심에 생기는 상부 주조 결함부와 하부 반응 결함부

를 절단하는 장치이다. 잉고트 원료 절단에서와 같이 핫셀 내에서는 냉각수를 사용할 수 없고 

금속연료심 열에 의해 쉽게 발화되므로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단에 의한 절단방

법을 택하였다. 금속연료심 전단공정에서는 L:300mm 금속연료심 품질요건을 만족해야 하므

로 작업 중에는 정밀함이 요구된다. 금속연료심 절단장치는 오일 탱크, 부스터 실린더, 상단 

플레이트, 베이스 플레이트, 리니어 샤프트, 금속연료심 고정홀더 등으로 구성되고, 설계된 삼

차원 형상과 도면을 그림 3-6-38와 그림 3-6-39에 각각 나타내었다. 금속연료심 절단장치는 

잉고트 원료 절단장치와 같이 공압과 유압을 동시에 사용하는데 작동원리 또한 동일하다.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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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 연료심은 롤러에 의해 금속연료심 트레이로 자동 이송되어 적재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6-40와 그림 3-6-41은 연료심 절단시 연료심을 고정하는 부위를 확대한 것으로 세 개의 

플레이트와 하나의 실린더로 구성된다. 절단장치는 금속연료심 상부 절단용과 하부 절단용 두 

대의 장치가 사용되고 각각 장치의 사양과 동작원리는 동일하다. 금속연료심 절단장치에 사용

되는 주요 구성품과 재질 및 개수를 표 3-6-7에 나타내었다.

표 3-6-7. 금속연료심 절단장치 구성품

NO. NAME MATERIAL Q’TY

1 베이스 프레이트 SM45C 1

2 상단 플레이트 SM45C 1

3 리니어 샤프트 SM45C 6

4 가이드 부시 SM45C 2

5 원격 고정 볼트 SM45C 2

6 인양 걸쇄 STS304 3

P1 부스터 실린더 1

P2 오일 탱크 1

P3 원격 커넥터 2

            

그림 3-6-38. 금속연료심 절단장치 3-D 형상          그림 3-6-39. 금속연료심 절단장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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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0. 금속연료심 절단장치의 금속연료심 고정부 3-D 형상 

그림 3-6-41. 금속연료심 전단장치의 금속연료심 고정부 설계도

2. 비냉각 유도코일 가열 성능 시험 보고서

가. 공학규모 우라늄 가열시험

감손우라늄(DU)를 사용하여 가열시험을 진행하였다. 우라늄 가열 시험 전 예비시험으로 Cu

를 사용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3-6-42에서 Cu 모의시험의 온도변화 곡선을 보여

준다. 시험주조상황에 맞추어 가열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우라늄과 비슷한 주조온도를 갖는 구

리를 선정하여 주조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3-6-43에서 우라늄 가열 시험의 온도변화 곡선

을 보여준다. 그림 3-6-44는 시험에 사용한 진공시스템, 가열챔버, 개스냉각라인, 유도코일, 

온도표시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우라늄 가열시험 전 구리를 5kg 계량하여 예비가열시험을 거

쳤다. 우라늄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온도를 일반적인 U-Zr 금속연료심을 용해할 때 사용하는 

용해온도인 1600℃ 보다 약간 높은 최대 1700℃까지 상승시켰으며 헬륨 가스를 사용하여 유

도코일을 냉각하였다. 냉각매체인 헬륨가스가 통과하는 가스관을 구리관 안쪽으로 배치하고 

구리관 주위를 물로 수냉시켜 온도가 상승된 헬륨가스를 냉각시켰다. 최대온도 1700℃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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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온도 곡선을 측정하기 위해 순환 펌프 온도 및 출구 가스 온도를 측정하였다. 1700℃에서 

도달한 다음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측정한 결과 출구 가스의 온도의 경우 200℃정도에서 

안정화 되었으며 유도코일 간의 방전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3-6-45에서 Cu 모의가열

시험과 U 가열시험 후 잔탕 상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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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2. 비수냉유도 가열시험  변화 곡선 (a) 온도, (b) 전압,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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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3. 우라늄 사용 시간별 가열 곡선 (a) 온도, (b) 전압,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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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그림 3-6-44. 비냉각 유도코일 가열 시험에 사용한 장치: (a) 비수냉 가열 냉각펌프, (b) 가열시험 장치 

(c) 용해물질 장전도가니 및 가열시험 유도코일,  (d) 온도가열 시험 및 가열시험 최대 온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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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5. 가열시험 후 용탕 잉곳(우라늄, Cu)

나. 고주파 발진장치 내부 개조

고주파 발진장치 내부개조의 목적은 SFR용 재순환 연료심 제조를 위한 비수냉 코일을 제작

하여 용해작업을 수행할 때 발생될 수 있는 Corona 방전 또는 Arc 방전이 없는 완벽한 

Matching의 유도용해 장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발진기 내부의 각 Part를 개조하는데 있다. 

특히 Solid bar 형태의 Working Coil을 사용할 경우 냉각이 없는 상태로 가동되기 때문에 

Coil 온도가 급격히 상승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순동으로 제작되는 Solenoid에 인가되는 고

주파 Tank 전류에 의한 강력한 전자기장 때문에 Coil간에 인력이 발생되어 전기 Short 상태

가 발생할 수 있고 고온 상태가 되면 기계적 성질 및 전기적 성질의 급격한 열화가 진행된다. 

이를 막기 위해 Fail-Safe선(Copper 온도 600℃)을 엄격하기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개

연성 제고를 위한 개별적 조치는 아래와 같다[1-5]. 

(1) 발진기 본체의 IGBT Inverter 개조

① 자동 시퀜스 회로 개조

PID 자동 Control을 위해 REX PF-900 PID 자동조절기를 장착하였으며 기존 수동제어 

용해의 Power Supply와 자동조절이 가능 하도록 연계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3-6-46)  발

진기 본체 PCB 와 PF-900 PID 제어 장치와 연계 작업을 하고 자동과 수동 Mode로 사용할 

수 있게 Interface 작업을 하였다. 향후 원격성 용해 시 Program을 입력하여 PID 온도 제어

에 의한 용해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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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6. 온도 제어기 설치

② 정류회로 (Converter 회로) 개조

기존 정류조절 회로의 내압 Ripple량의 감소를 위해 Choke Transformer를  추가하였다.

(그림 3-6-47 참조) 기존 정류장치에는 Capacitor만 장착을 하여 Pipple Peak치가 높으므

로 고주파 전원에도 동일한 Ripple이 존재하므로 Choke Transformer를 장착하여 Ripple 

Peak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Working Coil 종단 Peak치 전압을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으

며 이는 Arc 점화 가능성을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3-6-47. Choke Transformer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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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nverter Control 회로 개조

기존 Inverter의 공진주파수(12-13kHz)를 좀 더 낮은 주파수 (10-11kHz)로 낮추기 위해 

발진주파수 회로기판(PCB)의 부품을 교체하였다. RC Time Constant를 변경하였으며 이는 

최종 Working Coil과의 공진 주파수 정합을 위한 조치이며 공진점 이조(Mismatch)가 일어

나면 허수측 전기 변환에 의한 이상 전압이 발생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Surpress 하기 위

한 정교한 주파수 Match이 필요하다.

(2) 정합부 개조

① 주파수 제어 방식 개조

자동추미 주파수 제어 범위를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변경하여 이에 자동추미 주파수 제어

(PLL)범위에 정합하기 위해 시정수를 조절 하였다. 이는 최종 Working Coil과 정합을 위해 

PLL 범위의 RC Time Constant를 변경하기 위한 조치이다.

② 정합 고주파 트랜스 개조

공진주파수 변동을 하여 역률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주파 트랜스 일차 Impedance를 

맞추기 위해 일차 Coil Turn 수를 변경 조절하였다. 이 또한 Working Coil과 Mismatch가 

발생되면 Working Coil에서 발열 및 용탕가열 역률이 감소하여 Arcing의 원인이 된다.

③ 공진 콘텐서 Bank 개조

고주파 트렌스의 Inductance 변화에 따른 역률변화를 조절하기 위해 공진 Condenser의 

Capacitance를 1.5MF 증가시켰다. Working Coil 공진 주파수가 낮아지므로 인해 공진 

Capacitance를 부가하였다 따라서 고주파 트랜스의 인닥턴스와 Capacitance가 공진 주파수

에 일치하여 최종 Working 코일의 역률 개선이 일어나 가열 효율이 증가되고 허수측 Vector

량이 감소되므로 Working Coil의 발열이 감소되었다.

(3) 고주파 Solid Working Coil 개조

일반적인 R.F Working Coil Unit는 작업 중 발생하는 도가니 및 자체 R.F 통전 저항 발

열로 인하여 방전이 일어나, 작업 불능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수를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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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l Unit에 흐르게 하여 온도를 낮추어 원활한 작업 조건을 만들지만 Hot Cell 내부는 고준

위 방사지역으로 방사능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수 및 냉각 매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

에  Solid Bar 형태의 Working Coil Unit가 요구 된다. 

① Working 코일 재질 및 규격

Working Coil의 재질은 R.F 통전 저항열을  줄이기 위하여 저항이 적은 HARD  OFHC

(산소가 없는 단단한 고순도 동)을 사용하였다. 규격은 15×15×7Turn, 10Ø135 비수냉 

Solid Bar를 채택하였다.

② 열차폐체

Graphite Crucible의 고주파 유도 발열로 Working Coil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Graphite Soft/Rigid Felt을 사용하였다. Graphite Felt는 고진공, 고온, Ar Gas 분위기에

서 최적의 조건으로 단열성이 뛰어난 물성을 가지고 있다.

③ 절연체

Graphite Felt와 Working Coil의 전기적인 절연을 위하여 내열과 주변 구조물에 안정적

인, Quartz Tube를 사용 하였다. 규격은 IDØ122, ODØ130, H312이다. Electrical 

Insulation은 Chamber 하부와 Working Coil 및 Crucible의 정기적인 R.F 절연 및 단열성

을 고려하여 Al2O3 세라믹과 Hard Glass를 사용하였으며 규격은 A. Al2O3 : Ø110×75H, 

B. Hard Glass : 200×200×4T이다. 

④ 고주파 케이블

Chamber 내부 고주파 Cable은 Working Coil과 같은 재질인 HARD OFHC 재질로 전

기 저항이 적으며 별도의 추가된 목적은 Working Coil의 상승된 열(온도)을 전달받아 온도 

상승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 비교적 큰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규격은 OFHC  

Ø150×112L 1EA, OFHC 200×100×50 1EA, OFHC 150×100×50 2EA, Cu 합금 

M10 Bolt Nut  -1SET로  구성 되어 있다.

⑤ 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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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대 “C" Type은 높은 용탕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고온에 사용가능한 Mo Shield로 

된 것을 선정 하였으며 용탕 중심부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용탕 중심에 바닥이 막

혀있는 Graphite Tube를 고정하여 그 중심에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Graphite Tube와 Mo 

Shield로 R.F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한 온도 측정을 할 수 있다. 열전대 “K" Type은 

Working Coil 및 Chamber 내부 온도를 측정하여 용탕 온도와 Working Coil의 온도 및 

Chamber 내부 벽 온도를 비교하여 서로의 연관된 비교치를 확인하여 원활한 실험 공정 조건

을 확립 하고자 하였다.

⑥ 안전성

Working Coil의 온도 상승은 Coil의 연화로 솔레노이드에 인가되는 상하 근접 Coil간에 

인력이 발생되어 Short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재순환 연료심 제조 공정상 필요한 Ar Gas 분

위기에서 Arc 방전 및 Corona 방전이 없는 상태로 고주파 유도 용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

한 Copper의 Fail-Safe 선인 600℃ 보다 낮은 온도로 Working Coil이 유지 되어야 하며, 

Working Coil의 온도 상승을 줄이는 역할을 Chamber 내부 고주파 Cable도 어느 정도 담

당하게 하여 최적의 고주파 유도 용해 상태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안정성을 위하여 Chamber

로 고주파 유도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Electro Insulation을 하였으며 Graphite Crucible의 

방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인 Graphite Felt로 고주파 필요 전력량을 줄이도록 하였다.

다. 냉각매체 없는 Solid Bar 코일 사용 용해 시험

(1) 솔리드바 비수냉 코일 가열 건전성 평가

실제 솔리드바 코일 제작 후 Cu 가열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6-48에서 비수냉 유도코

일 시험 전 유도코일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온도를 최대 1600℃ 까지 상승시켜 가열시험을 

수행하였다. 최대 도가니 상승온도에서 전원을 차단하여 냉각 후 유도코일을 조사한 결과 유

도코일의 변형상태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냉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비수냉유도

코일을 사용하여 주조 용해가 가능하다는 것과 냉각 후 잔탕 주조상태를 조사한 결과 교반력

이 잘 형성되어 균질하게 용해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림 3-6-49에서 비수냉 유도코일 시험 

후 Cu 잔탕을 보여준다. 표 3-6-8에서 가열시험에 따른 온도변화 곡선을 보여준다.(그림 

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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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6-48. 비수냉 유도코일 시험 전 상태:  (a)시험 전 유도코일, (b) 시험 중 유도코일 상태, (c) 가

열온도 측정

그림 3-6-49. 비수냉 유도코일 시험 후 상태 및 가열시험 후 Cu 잔탕

표 3-6-8. 가열시험 온도변화 데이터 

Time 도가니 온도(°C) 코일 온도(°C) Volt.(V) Amp.(I)
15:35 150 100 60
15:38 179
15:40 264
15:44 594
15:46 748
15:48 901
15:50 1008 180
15:53 1102
15:54 1138
15:56 1204 196
15:58 1329 140 75
15:59 1409 192
16:02 1526
16:03 1550 199
16:04 1572
16:05 1614 160 85
16:06 1681
16:07 1685 485
16: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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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0. 가열시험 온도변화 곡선

(2) Ar 분위기하에서의 솔리드바 비수냉 코일 방전 시험

10-11 kHz에서 자동 PLL 추미(뒤따라 추적함) 주파수 제어 방식으로 최대 30 kVA 정도에서 

실효 Power로 인가하여 1600℃에서 종단 최대 고주파 인가 전압은 200V 이내로 하고  40분간 

유지 조절하였다. Ar 분압이 상압일 경우는 Working Coil에서 유도 되는 전자기장에서의 기체 

이온화 경향이 양호하나 감압 Ar 분위기에서는 쉽게 전리가 일어나므로 용해물과 Working Coil

간의 정합이 되지 않으면 Working Coil 양단 전압이 급격히 상승하므로 Arc 점호의 위험성이 

발생한다. 순동의 온도 저항 상승분에 의한 (XL Xc R) 복소수 Vector량의 변화에 의해 

Working Coil의 Impedance 변화에 대해 적절한 주파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림에서 시험에 사

용된 유도코일, 유도코일 냉각 블록, 챕버 내부온도 측정용 T/C, 용해부품 등을 보여주고 있다. 

① 용해 분위기 제어 및 변화

온도 범위 770℃~1614℃에서 Ar 분위기 400Torr, 300Torr, 200Torr, 50Torr의 각각의 

Ar 분압 상태에서 고주파를 인가하여 시험을 하였고 이때 고주파 유도코일에서 발생할 수 있

는 Corona 방전 및 Arc 점호 발생 여부를 관측하였다. 그림 3-6-51에서 시험에 사용된 유

도코일, 냉각코일, 온도 측정용 T/C, 용해부품을 보여주고 있다.

② 시험 결과

Induction Power에 10-11 kHz가 인가했을 때 본 시스템에서 가장 최적화  Condition을 

얻을 수 있었다. 이때 고주파 인가 최대 Power 약 30 kVA 정도이며 이때 종단 전압은   약 

260V 정도로 하고 종단 전류는 40A 이다. 용해 온도는 1608℃로 40분 이상 유지하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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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관찰하였으나 이상 상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 (표 3-6-9)

Ar 분압 제어 및 변화를 보기위해 400Torr, 300Torr, 200Torr, 50Torr 까지 각각 분압 

제어를 하여 실험을 실시하여 각 부위의 온도 및 이상 유무를 관찰 하였으며 별도의 분위기 

조건으로 실험한 관측값은 다음과 같다.

분위기압(Torr) 도가니 온도(℃) 코일 온도(℃) Volt(V) Amp(I)

610 1650 402 120 40

400 1650 435 120 40

250 1650 452 120 40

150 1650 461 100 35

표 3-6-9. 분압조건에서 측정값 

이때 고주파 코일 주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Corona 방전 및 Arc 방전 여부를 면밀히 관측

하였으나 이상 상태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그림 3-6-51(a)). 더 낮은 분압에서 실험을 실시할 

경우 Induction Power Supply의 소손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

다. 최종 Working Coil에 인가된 고주파 전압이 낮게 Control 되면서 용해 목표 온도에 도

달할 수 있었다. 

특히 전술한 몇 가지 조치 및 개조에 의해 목표치 용해 온도에 도달하고 유지시키는 과정에

서 우려했던 Working Coil 온도는 461℃ 이내 에서 안정적 이었으며 Coil 종단인가 전압도  

260V 이내로 제어 할 수 있었다. 진공 분위기와 달리 Ar 분위기에서 분압이 높게 유지 될수

록 Working Coil 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이는 Ar 분압과 Working Coil 냉

각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Copper의 온도저항 변화에 따른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기계적 성질의 열화(연질화)에 의한 

인가된 고주파 전류에 의한 강력한 전자 흡인력을 견딜 수 있는 기계적 성질열화의 한계인 

600℃ 이내로 제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동 중 Working Coil의 권선 간격이 좁아지거나 

Short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Working Coil의 Ar Gas 분압의 제어 (전압, 전류, 온도) 및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

을 하였으나 이상 현상은 발견되지 않고 Chamber 내부 온도 측정값도 안전 범위내로 제어 

되었다. Solid Working Coil은 전기적인 강력한 고주파 전자기장 흡인력과 Coil의 온도 상

승에 의한 조직 연화로 하부로 갈수록 Coil 간격이 좁아져 Arc 및 Short 현상이 발생하여 실

험불능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고주파 절연성 및 내열성 간격체를 추가 하여야 하며 Coil 한

계 온도 600℃ 보다 가능한 낮은 온도로 조절 하여야 Corona 방전이 발생하지 않아 좋은 결

과가 얻을 수 있으며 추후에 비수냉 고주파 용해 실험에 인용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비수냉 Ar Gas 분위기에서 자동 PLL 추미 주파수제어 방식으로 최대 전류 전압 Power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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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A정도 인가하여 1600℃ 용해 온도에서 상 하 종단 최대 200V전압의 고주파를 40분간 유

지 조절되었으며 상압인 경우 Working Coil에서 유도되는 전자기장의 기체 이온화 경향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감압 Ar 분위기에서는 쉽게 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용해물과 

Working Coil 간의 정합이 되지 않으면 Working Coil 양단 전압이 급상승하여 Corona 

Arc 점호 위험성이 있어 양호한 상태의 정합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R.F Tranc의 인닥턴스와 Capacitance가 공진 주파수에 일치하게 하여 최종 Working 

Coil의 역률 개선이 일어나 가열효율 증대로  Working Coil의 발열 감소가 되어 좋은 조건

을 얻을 수 있었다. 상용 Inverter의 공진주파수 12-13 kHz를 이상 전압발생을 막기 위하여 

이를 Surpress 하기 위한 정교한 주파수 Match을 위해 10-11 kHz로 낮추었다. 온도가열 데

이터와 곡선을 표 3-6-10와 그림 3-6-52에 나타내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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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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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그림 3-6-51. 용해시험 시스템 및 부품: (a)유도코일, (b)냉각코일,  (c)블록 냉각코일, (d)블록 조립냉각

블록과 측정용 T/C, (e)챔버 내부온도 측정용 T/C, (f)용해부품 

표 3-6-10. 온도가열 데이터 sheet
도가니온도(℃) 코일온도(℃) 챕버온도(℃)Volt(V) Amp(I)

2016-09-22 15:24 28 26.9 23 120 20

2016-09-22 15:27 60 25 120 20

2016-09-22 15:30 130 25 120 20

2016-09-22 15:33 278 25 120 20

2016-09-22 15:36 444 26 120 20

2016-09-22 15:37 504 113 27 140 25

2016-09-22 15:38 544 27 140 25

2016-09-22 15:40 732 138 28

2016-09-22 15:41 770 Ar 400Torr

2016-09-22 15:42 816 140 25

2016-09-22 15:45 916 30 140 35

2016-09-22 15:47 1000 189 31

2016-09-22 15:47 1007 31 140 35

2016-09-22 15:51 1078 35 140 35

2016-09-22 15:54 1084 38 140 35

2016-09-22 15:57 1109 41 140 35

2016-09-22 16:00 1180 44 140 30

2016-09-22 16:01 1215 316 44 140 25

2016-09-22 16:04 1307 49 140 25

2016-09-22 16:07 1385 53 140 25

2016-09-22 16:08 1403 382 53 140 25

2016-09-22 16:12 1469 59 140 25

2016-09-22 16:13 1503 420 61 140 25

2016-09-22 16:16 1542 66 140 25

2016-09-22 16:19 1604 461 70 140 25

2016-09-22 16:20 1600 71 140 25 유지시간 30분 출발

2016-09-22 16:21 1607 74 120 20

2016-09-22 16:23 1612 75 100 20

2016-09-22 16:27 1610 81 100 20

2016-09-22 16:30 1609 478 84 120 20

2016-09-22 16:36 1634 90 100 18

2016-09-22 16:37 1632 91 100 18

2016-09-22 16:38 1625 92 100 17

2016-09-22 16:39 1618 92 100 17

2016-09-22 16:40 1614 486 93

2016-09-22 16:41 1605 93 100 19

2016-09-22 16:48 1603 98 100 19

2016-09-22 16:50 1599 486 100 100 20

2016-09-22 16:51 1590 100 100 20

2016-09-22 16:58 1599 104 100 21

2016-09-22 16:59 1600 487 104 100 21

2016-09-22 17:04 1506 382 105 100 20

2016-09-22 17:06 1502 400Torr

300Torr

200Torr

50Torr

20초 pumping 후 shut down

2016-09-22 21:55 1083 319 89 140 25 200 Torr

2016-09-22 22:02 1164 84 140 25

2016-09-22 22:05 1262 85 140 25

2016-09-22 22:08 1340 87 140 25

2016-09-22 22:12 1473 91 140 25

2016-09-22 22:14 1520 93 14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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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2. 온도가열 곡선

3.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부대설비 모의 성능 평가

2028년부터 가동 예정인 고속로 PGSFR에 필요한 핵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 독자적

인 TRU 금속연료 제조시설(TRU Fuel Manufacturing Facility, TFMF) 구축과 핵연료 제조

를 위한 장비구축이 필요하다.[1-4] 그래서 TFMF 시설에 사용되는 핵연료 제조장치 중 금속

연료심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대설비에 대해 설계요건을 정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세설

계를 수행하였다. 원격 금속연료심 주조장치 부대설비는 핫셀에서 원격으로 소듐냉각고속로 

금속연료심을 공학규모로 제조하기 위한 금속연료심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대설비로서, 주요 

부대설비에는 원료 절단장치, 성분조정 장치, 탈주형 장치, 금속연료심 표면연마 장치, 금속연

료심 절단장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세설계된 원격 금속연료심 주조장치 부대설비들에 

대해 원격 유지보수성과 공정수행을 위한 원격 취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핫셀 운용을 고려한 

모의 원격성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가. 원격 장치 설계지침

원격 설비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설계할 때부터 여러 가지를 고

려하여야 한다.[5-7] 서로 연관되는 중요한 설계 요소로는 시설, 장비의 운용 및 원격 보수 개

념 등이 있으며 하나의 요소는 나머지 요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원격 보수를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자는 먼저 원격 보수장비의 성능과 제약을 잘 알아야 한다. 많은 핫

셀은 그 목적과 장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manipulator를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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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용 manipulator, 고정용 manipulator, master/slave manipulator 등이 설치될 수 있다. 

각각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운용하는데 그 능력이 차이가 

나며 이 차이는 설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또한 설계자는 원격 보수장비를 직접 가동하

여 그 경험을 실제로 설계할 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격 시스템은 거의 모든 경우 그

림 3-6-53과 같이 manipulator를 사용하며 여기에는 이동장치와 관측장치가 부착된다. 관측

과 이동장치에 의해 manipulator는 보수나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으며 무거운 물체의 이동 

및 작업에는 크레인을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 3-6-53. Mechanical M/S Manipulator [84]

나. 원격 취급 공구 및 원격 취급 부품의 원격성 평가

(1) 원격 취급 부품의 종류 

① 원격 볼트

원격볼트는 17mm 또는 22mm의 렌치 스패너 또는 임팩트 렌치를 사용하여 장치를 고정

하는데 사용한다. 원격볼트는 탈부착이 되는 장치에 2개소 이상의 대칭되는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장치의 조립 시 간섭을 방지하고 볼트의 나사산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

치에 장착되었을 때 볼트의 나사산이 외부에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핫셀에 사용되는 원격 볼

트 형상을 그림 3-6-5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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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4. 원격 볼트

② 위치 핀

위치 핀은 탈부착이 되는 장치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안착 시킬 때 정위치에 위치시키기 위

하여 사용되며 위치 핀은 장치의 안착 시 장치가 수평이 맞지 않아서 기울어진 채로 진입하여

도 끼임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원격볼트로 체결 가능한 

정 위치로 장치를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장치의 안착 시 요구되는 조립공차 안에서 체결되도

록 가공공차가 설정되어야 하고 제작 되어야 한다.

③ 러프 가이드

크레인 조작만으로 위치 핀에 도킹시키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위치 핀을 사용하는 모든 원격 

탈부착 장치는 러프가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러프 가이드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장치를 안착 

시킬 때 크레인이 수평 이동하는 동서남북 중 인접하는 두 방향을 막는 판 형태의 가이드로 

크레인 조작으로 러프가이드에 붙인 상태에서 크레인의 하강 조작을 하면 위치 핀에 안착되는 

구조 이어야 한다.

④ 퀵 커넥터

원격으로 취급되는 Air 또는 Ar gas 라인과 전기선 라인은 MSM 또는 크레인의 조작만으

로 쉽게 분리와 연결이 될 수 있는 퀵 커넥터로 연결 되어야 한다. 또한  Air 또는 Ar gas 

라인과 전기선 라인이 비닐 또는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질을 포함하고 있으면 라인을 포함한 

장치까지 모두 원격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때에는 male 및 female 양쪽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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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라인이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원격 취급 공구의 종류 

① Impact Wrench

핫셀에서 Ar gas를 사용하여 작동시키는 원격 Impact wrench는 크레인에 걸어서 사용하

는 대형과 MSM으로 사용하는 소형으로 구분된다. 크레인에 걸어서 사용하는 대형 Ipmact 

Wrench와 MSM으로 사용하는 소형 Ipmact Wrench를 사용 예를 그림 3-6-55와 그림 

3-6-56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3-6-55. 대형 Impact Wrench 사용 예        그림 3-6-56. 소형 Impact Wrench 사용 예

 

② Wrech spanner와 Spanner 

핫셀에서 사용하는 Wrech spanner와 Spanner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구와 형상과 유사

하며 MAM이 취급하기 유리하도록 하였다(그림 3-6-57). 

     

그림 3-6-57. 핫셀용 Wrech spanner와 Sp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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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격 취급 공구 및 원격 취급 부품의 평가

본 부대설비 설계에 있어 원격 취급 부품에 대해서는 장치의 원격 운전 및 보수가 용이하도

록 아래와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① 원격 볼트

제공된 설계 모델은 장치에 장착 되었을 때 원격볼트의 나사산이 외부로 돌출되어 노출되므

로 장치의 이동 시 간섭 또는 원격볼트 나사산의 손상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원격볼트로 

사용하기에 부적합 한 형태로 판단된다.

② 원격 핀

제공된 설계 모델은 장치의 탈부착 시 기울어진 상태로는 진입이 자유롭지 않고 끼임 발생

하는 구조로 되어 장치가 안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 원격 핀으로 

상용하기에 부적합 한 형태로 판단된다.  

③ 퀵 커넥터 

전기선 라인은 male, female 중 한쪽라인만 원격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이고 반대라인

(로드 셀 장착 부)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다. 원격 절단장치 원격성 평가

(1) 원격 유지보수의 용이성

· 본 부대설비 원격 절단장치 설계에 대해서는 장치의 원격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아

래와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 원료 절단장치의 유압 프레스 장치를 해체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원격볼트를 풀고 조일 

수 있는 원격 취급 공구가 제공되어야 함

· 그림 3-6-58에서와 같이 원격볼트와 유압 프레스 장치의 프레스가 근접하게 설계되어 있

어 원격 취급 공구를 사용할 때 간섭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함

· 유압 프레스 장치의 유압 라인 누유사고 발생 시 오염된 유체가 핫셀의 바닥에 흘러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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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함. 또한 프레스 장치의 유압 라인에서 누유 사고

로 장치 주변 및 핫셀 바닥이 오일로 오염된 경우를 대비하여 오일을 회수할 수 있는 장

치 및 회수 장치에 대한 원격취급 방안에 대한 설계보완이 필요함  

· 유압 프레스 장치의 교체 장착 시 크레인 조작 시 원격 핀에 근접하게 해주는 러프가이드

가 보완될 경우 크레인으로 장치 교체 및 장착시 원격 작성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그림 3-6-58. 원료 절단장치 원격볼트  

(2) 원격 취급운용의 용이성

본 부대설비 원격 절단장치 설계에 대해 장치의 원격 취급 및 운용이 용이하도록 아래와 같

은 개선이 요구된다.

· Sling_Cutting_Base (원료 고정지그)를 원료 절단장치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공정이 

MSM을 이용한 수동 조작으로 되어 있어 장치 자중에 의한 마찰력이 MSM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한계 하중인 5kgf를 초과 하는 경우 이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

여 설계보완 내지는 재질선정이 필요함

· 그림 3-6-59와 3-6-60에서와 같이 공정상 Sling_Cutting_Base를 원료 절단장치의 절단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공정에서 절단 위치로 정위치 시키기 위해서는 

Sling_Cutting_Base가 원료 절단장치의 knife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구조상 

Sling_Cutting_Base의 원격볼트가 knife와 간섭이 일어날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보

완이 필요함

· Sling_Cutting_Base에 시료를 넣기 위해 덮개를 열어야하는데 MSM이 취급할 수 있는 

그립이 없으므로 보완이 필요함(그림 3-6-61).

· 공정상 시편을 Sling_Cutting_Base에 넣기 위한 원격 취급 장치가 없음. 시편의 모양 및 

무게가 MSM만으로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편을 크레인으로 취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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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장치가 요구될 수 있음(그림 3-6-61).

· 커팅 된 원료를 회수하기 위한 서랍의 여닫는 공정이 전후이동으로 되어있어 좌우이동 시

키는 공정에 비해 MSM취급이 용이하지 않음. 따라서 서랍 위치가 변경 가능할 경우 변

경시킴(그림 3-6-62).

· 장치의 견인 고리에 MSM으로 체인을 걸기위해 일반적으로 스프링 비너를 사용하는데 비

너를 MSM으로 취급함에 있어 환봉형태로 인해 회전 및 미끄러움 등으로 취급이 어려우

으로 MSM으로 취급되는 곳이 각형이 되도록 형상이 되어야 함

그림 3-6-59. Sling_Cutting_Base 레일 위 장착

그림 3-6-60. Sling_Cutting_Base 절단 위치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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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1. Sling_Cutting_Base 형상

그림 3-6-62. 원료 회수를 위한 서랍 위치

라. 성분조정 장치 원격성 평가

(1) 원격 유지보수의 용이성

본 부대설비 성분조정 장치 설계에 대해서는 장치의 원격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아래

와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 그림 3-6-63에서 도가니 거치대 탈부착 시 크레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견인고리가 보완되어

야 함.

· 도가니를 탈부착 하기 위한 원격 취급 장치가 없음. 계량된 원료를 도가니에 담기위해 용

기를 다루기 위한 크레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도가니 그립퍼가 없음. 

· 그림 3-6-64에서 로드셀의 전기선 라인의 구성에서 원격 퀵 커넥터가 미비 되었고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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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을 원격으로 교체할 수 없음. 로드 셀과 퀵 커넥터 베이스 까지 연결된 전기선도 하나

의 교체 모듈로 설계 되어야 함.

(2) 원격 취급운용의 용이성

본 부대설비 성분조정 장치 설계에 대해 장치의 원격 취급 및 운용이 용이하도록 아래와 같

은 개선이 요구된다.

· 계량 용기의 크레인 취급 용 견인 고리가 힌지타임으로 되어 있어 견인 고리가 누워있을 

경우 MSM으로 세우는 과정이 MSM의 전후 조작이 될 경우 취급에 어려움이 있고 견인 

고리를 MSM으로 세우는 불필요한 공정이 추가되므로 계량용기의 견인 고리를 고정식으

로 변경하는 것을 권고함.

그림 3-6-63. 도가니 및 도가니 거치대 

· 

그림 3-6-64. 원료 용기 및 로드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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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형 분리 장치 원격성 평가

(1) 원격 유지보수의 용이성

본 부대설비 주형분리 장치 설계에 대해서는 장치의 원격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아래

와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 그림 3-6-65에서 주조된 주형 집합체를 이송하기 위한 크레인 취급용 그립퍼 없음. 

(2) 원격 취급운용의 용이성

본 부대설비 주형분리 장치 설계에 대해 장치의 원격 취급 및 운용이 용이하도록 아래와 같

은 개선이 요구된다.

· 망치처럼 가격하여 탈주형 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

그림 3-6-65. 주조 후 주형 집합체

바. 금속연료심 표면연마 및 금속연료심 절단장치 원격성 평가

(1) 원격 유지보수의 용이성

본 부대설비 금속연료심 표면연마 및 금속연료심 절단 장치 설계에 대해서는 장치의 원격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아래와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 그림 3-6-66에서 주형 제거 장치의 구동모터의 교체에 원격 결합관계가 설계에 표현되어 

있지 않음.

· 원격 취급되는 모터는 크레인과 MSM의 조작으로 안착시켰을 때 어떠한 경우에라도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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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달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함.

· 주형 제거 장치의 구동 모터 제어선의 원격 결합관계가 설계에 표현되어 있지 않음. 원격 

취급되는 모터는 크레인 조작과 자중에 의해 전기적 결합관계가 이탈과 결합이 되어야 하

므로 모터의 원격 탈부착 모듈은 더브테일 등과 같은 유도가이드가 설계되어야 하는데 단

순히 삽입되는 케이스에 유도되는 빗면으로 설계되어 자중에 의한 전기적 결합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그림 3-6-67에서 연료심 절단 장치의 유압계통라인의 누유사고 시 오염된 유체의 회수 

방안 등 원격취급 방안 설계가 미비되어 있음.

· 금속연료심 절단 장치의 탈 부착에 필요한 원격볼트 위치가 MSM이 접근하기 여려운 위

치에 존재하여 원격 취급에 어려움이 있음.

· 그림 3-6-68에서 금속연료심 표면연마 장치의 탈 부착에 필요한 원격볼트 위치가 장치에 

가려져서 MSM으로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그림 3-6-66. 탈주형 장치 구동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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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7. 금속연료심 절단 장치

그림 3-6-68. 금속연료심 표면연마 장치  

(2) 원격 취급운용의 용이성

본 부대설비 금속연료심 표면연마 및 금속연료심 절단 장치 설계에 대해 장치의 원격 취급 

및 운용이 용이하도록 아래와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 그림 3-6-69에서 탈주형 공정에서 연료심이 굴러 내려오지 않을 경우 연료심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장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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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70에서 금속연료심 표면연마 공정에서 공압 파지장치의 원격교체에 대한 설계

가 미비 되어있음.

· 그림 3-6-71에서 절단된 금속연료심 이송을 위한 로울러 장치의 탈부착에 필요한 원격볼

트 위치가 MSM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존재하여 원격 취급에 어려움이 있음.

· 그림 3-6-72에서 절단된 연료심을 담는 상자 등의 견인 고리가 힌지타입으로 되어있어 

MSM취급이 불편할 수 있음.

그림 3-6-69. 탈주형 장치 트레이

그림 3-6-70. 금속연료심 표면연마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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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1. 금속연료심 이송 로울러 

그림 3-6-72. 절단된 연료심 회수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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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원격 운전성 평가 결과 요약

(1) 원료 절단장치 원격운전성 평가결과 요약

원격운전 작업결과
비고

작업 세부작업 난이도 원격취급장비

조립

유압프레스 장치 교
체

상 M, IC, CH

� 원격볼트 취급공구 미비
� 러프가이드 설계 요함
� 견인고리가 작아서 견인용 체인

을 체결하기 어려움
� 작동유 누출사고 시 바닥으로 흘

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주고 담아
주는 판 설계 없음

TRU 운료 이송 상 M, IC, New � 시편을 이송시키는 원격장치 없음

시편 준비 
공정

Tr-Ur 시편을 
Sling_Cutting_Bas

e에 넣기
상 M, IC, New

� Sling_Cutting_Base 커버에 
MSM 그립이 없어 열 수 없음

� 원격볼트 취급공구 없음

시편 절단 
공정

Sling_Cutting_Bas
e를 유압프레스 절

단위치로 이송
상 M, IC, New

� Sling_Cutting_Base의 원격볼
트가 유압프레스 절단날에 간섭
되어 절단위치로 이송불가

� Sling_Cutting_Base를 MSM만
으로 이송시키기에 마찰하중이 
커서 어려움

절단된 시편 
회수 공정

절단된 시편을 계량
하기 위해 인출

중 M, IC

� MSM을 전후로 조작하여 절단
된 시편이 담긴 서랍장을 열어야
하는데 좌우로 여는 방식에 비해 
MSM조작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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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분조정 장치 원격운전성 평가결과 요약

원격운전 작업결과
비고

작업 세부작업 난이도 원격취급장비

조립

도가니 거치대 
탈부착

상 M, IC, CH
� 원격볼트 취급공구 없음
� 러프가이드 없음
� 견인고리 없음

도가니 이송 상 M, IC, New � 도가니를 이송시키는 원격장치 없음

로드셀 탈부착 상 M, IC, New

� 원격으로 탈부착 시킬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지 않음

� 전기선 퀵 커넥터 없음
� 로드셀과 퀵 커넥터까지의 설계가 모듈

화 되어있지 않음.
� 로드셀에 계량용기를 정위치 시켜주는 

러프가이드 없음

성분조정 
공정

전 공정에서 절단된 
TRU 시편이 담긴 
계량용기를 계량위

치로 이송

중 M, IC

� 계량용기의 견인고리가 힌지타입으로 되
어있어 견인고리가 누워있을 때 MSM
으로 세워서 크레인 고리에 걸기까지 
불필요한 공정이므로 견인고리는 세워져
있는 고정타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도가니 
연료담기 

공정

계량된 원료를 
도가니에 넣기

중 M, IC, New

� 도가니는 고정시키고 계량 용기를 회전 
틀에 거치하여 기울이는 장치로 연료가 
유도관을 타고 도가니에 들어가도록 변
경하여 연료통 견인고리를 힌지타입 에
서 고정타입으로 변경한 것과 계량 통
이 크레인에 매달린 채로 도가니에 쏟
는 공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3) 주형 분리장치 원격운전성 평가결과 요약 

원격운전 작업결과
비고

작업 세부작업 난이도 원격취급장비

조립 주형 집합체 이송 상 M, IC, New � 주형 집합체 이송장치 없음

주형 분리
공정

주조 완료된 주형의 상
부를 부러트려 낱개의 

주형을 얻는 공정
하 M, New

� 주형을 쳐서 부러트릴 공구 또
는 장치 없음

� 주형이 깨질 때 발생하는 파편
을 회수하는 장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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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속연료심 표면연마 및 금속연료심 절단장치 원격운전성 평가결과 요약 

원격운전 작업결과
비고

작업 세부작업 난이도 원격취급장비

조립

연료심 인출 장치 
모터교체

상
M, IC, CH, 

New

� 모터 교체 시 현재 설계로는 
자중에 의한 결합으로 토오크 
전달 및 전원공급 설계가 되
어있지 않음

연료심 브러시 
장치 교체

상 M, IC, CH

� 장치를 탈부착하기 위한 원격
볼트가 장치 자신에 가려져서 
잘 보이고 안고 장치 뒤에 가
까이게 있어 장치 자신이 장
애물이 되어 MSM이 원격볼
트로 접근하기 어려움

� 장치를 부착하기 위한 러프가
이드 없음

연료심 표면연마 장치 
에어파지장치 교체

상
M, IC, CH, 

New

� 연료심 브러시용 에어파지장
치가 원격으로 교체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함

절단된 연료심 이송 
롤러장치 교체 

상 M, IC, CH

� 장치를 탈부착하기 위한 원격
볼트가 장치에 가려져 잘 보
이고 않고 장치 뒤에 가깝게 
있어 장치 자신이 장애물이 
되어 MSM이 원격볼트로 접
근하기 어려움

� 장치를 정위치 시키기 위한 
위치핀 및 러프가이드 없음

조립 연료심 절단장치 교체 상 M, IC, CH

� 장치를 탈부착하기 위한 원격
볼트가 장치 자신에 가려져서 
잘 보이고 않고 장치 뒤에 가
깝게 있어서 장치 자신이 장
애물이 되어 MSM이 원격볼
트로 접근하기 어려움

� 견인 고리가 작아서 견인용 
체인을 체결하기가 어려움

� 작동유 누출사고 시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주고 
담아주는 판 설계가 필요함

탈주형 
공정

낱개로 분리된 주형을 
탈주형 장치에 넣어 주

형을 깨는 공정
하 M, New

� 주형은 파쇄되어 연료심만 남
고 연료심이 장치로부터 굴러 
내려오지 않았을 때 연료심을 
꺼낼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

절단된 
연료심 

회수공정

연료심 절단장치로부터 
절단된 연료심이 회수되

는 공정
하 M, New

� 최종 연료심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함

� 절단된 연료심 보관통의 견인
고리가 힌지타입으로 되어 있
어 원격취급이 용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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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속연료심 제조 스크랩 재활용 개념 도출 자료 

가. 금속연료심 heel 잔탕 특성평가

금속연료심을 사출주조함으로써 금속연료심의 수율은 60% 정도로서 약 40%의 금속연료심 

스크랩이 발생한다. 금속연료심 제조후 상당히 많은 량 발생하는 스크랩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는 금속연료심 heel 잔탕, 불합격 금속연료심 및 연료심 butt가 재활용의 대상이 된다. 고가

의 핵연료 물질 재활용 및 방사성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서는 잠정적인 방사성 폐기물인 금속

연료심 스크랩의 재활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연료심 스크랩의 재활용을 통해 궁극

적으로는 금속연료심 제조공정 회수율을 90% 이상으로 극대화하고 우라늄 이용률을 최대화하

여 고준위 폐기물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금속연료심 제조공정의 스크랩 재활용

의 타당성 평가하기 위해, heel 잔탕 특성평가하고 주조후 금속연료 스크랩을 이용하여 재활

용 금속연료심을 시험제조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금속연료심 heel 잔탕은 그림 3-6-73

에 나타내었다. 실험실 규모로 재활용 금속연료심을 사출주조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heel 잔탕

을 그림 3-6-74와 같이 흑연도가니에 용해하기 용이하게 절단하였다. 또한 그림 3-6-75에 

나타낸 금속연료 세척장치를 자체 개발하여 질산 용액을 사용하여 절단된 heel 잔탕을 산세척 

하였다. 다음 드라이어기사용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재활용 금속연료심 제조에 사용하였다. 그

림 3-6-76는 U-10wt.%Zr 연료심 heel 잔탕과 고함량 희토류 U-10wt.%Zr-7wt.%RE 연료

심 heel 잔탕을 절단한 후 산세척 전/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RE(: rare-earth 

elements)은 53wt.%Nd, 25wt.%Ce, 16wt.%Pr 과 6wt.%La의 조성으로 구성된 것이다 [1].

  

 그림 3-6-73. 사출주조후 금속연료심 heel 잔탕 그림 3-6-74. 절단된 금속연료심 heel 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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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6-75. (a)금속연료심 스크랩 세척장치 및 (b)질산용액 세척조.

   

(a)

   

(b)

그림 3-6-76. 금속연료심 heel 잔탕 세척 전, 후; (a) U-10wt.%Zr 세척 전(좌), 후(우), 

(b) U-10wt.%Zr-7wt.%RE 세척 전(좌), 후(우).

그림 3-6-77는 금속연료심 U-10Zr 및 U-10Zr-7RE heel 잔탕의 상부 산화층을 질산용액

으로 용해 전/후 SEM 단면 이미지이다. 금속연료심 U-10Zr 잔탕 상부에서 얇은 표면산화층을 

확인할 수 있었다. 2M 질산용액을 사용하여 1시간 동안 U-10Zr 잔탕 산세척한 후에 표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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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층이 대부분 반응하여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세척 전에 연료심 잔탕 상부의 

RE-rich zone의 두께는 약 2.8mm 이었다. 2M 질산용액으로 1시간 동안 세척후에는 잔탕 

표면에서부터 반응하여 내부까지 RE-rich zone이 용해되어서 두께 1.48mm 만 잔존하고 용

해되어 제거되었다. 

그림 3-6-78에 U-10Zr 및 U-10Zr-7RE heel 잔탕의 XRD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U-10Zr heel residue 상부에서는 ZrO, ZrC과 U이 확인되었으며, 하부에서는 Y2O3, 

Y2.24U1.76O8.06, ZrC 그리고 UC이 검출되었다. U-10Zr-7RE heel 잔탕에 대해서는 상부에 

RE-rich zone이 존재하기 때문에 heel 잔탕 표면 가장 외주부 상부(1)과 U-10Zr-7RE 

matrix와의 경계부분 상부(2)로 나누어 XRD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상부(1)에서는 Pr, 

Ce 및 ZrO가 분석되었고, 상부(2)에서는 Pr, Ce, Nd2O3, Pr(OH)3, Ce(OH)3 및 UZr2가 검출

되었다. 그리고, U-10Zr-7RE 하부에 대해서는 Y2O3과 Pr6O11 화합물이 분석되었다. 

그림 3-6-79과 3-6-80에 U-10Zr-7RE heel 잔탕 RE-rich zone 부위별 SEM/EDS 매핑 

결과를 나타내었다. 조성분포 분석결과, 전체 matrix 부분은 RE 원소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

며, 수지상 형태의 모양의 석출물은 U과 Zr 비율 대략 1:1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needle 형태의 석출물은 Si, Zr 및 RE 원소로 존재하였다. 또한 RE rich zone 하부의 입상

의 석출물에서는 Y 및 RE 원소가 검출되었다. 한편 그림 3-6-81 및 표 3-6-11~12에 

U-10Zr-7RE heel 잔탕 RE-rich zone 부위별 SEM/EDS point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연

료심 스크랩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연료심 규격에 따라 불순물함량이 매우 중요하므로 표면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표면의 불순물을 조사하기 위해 heel 잔탕 상부 및 하부에 

대해서 XRD 분석이 수행되었다. 

  

(a)                                    (b)

그림 3-6-77. 금속연료심 U-10wt.%Zr-7wt.%RE heel 잔탕 세척 전(a), 후(b)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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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3-6-78. 금속연료심 heel 잔탕의 XRD 분석; (a) U-10Zr 상부, (b) U-10Zr 하부, (c) 

U-10Zr-7RE 상부(1), (d) U-10Zr-7RE 상부(2), (e) U-10Zr-7RE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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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그림 3-6-79. U-10Zr-7RE heel 잔탕의 RE-rich zone 상부 SEM/EDS mapping 분석 결과;        

         (a) U-10Zr-7RE, (b) U, (c) Si, (d) Zr, (e) Nd, (f) Pr, (g) Ce, (h) La.

(a)                  (b)                   (c)                  (d)

(e)                  (f)                   (g)                  (h)

그림 3-6-80. U-10Zr-7RE heel 잔탕의 RE-rich zone 하부 SEM/EDS mapping 분석 결과;        

           (a) U-10Zr-7RE, (b) U, (c) Si, (d) Zr, (e) Nd, (f) Pr, (g) Ce, (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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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6-81. U-10Zr-7RE heel 잔탕의 RE-rich zone 상부 SEM/EDS point 분석; (a) 상부, (b) 하부.

    

표 3-6-11. U-10Zr-7RE heel 잔탕의 RE-rich zone 상부 EDS point 분석 결과.

C
(wt.%)

N
(wt.%)

O
(wt.%)

Si
(wt.%)

Zr
(wt.%)

U
(wt.%)

La
(wt.%)

Ce
(wt.%)

Pr
(wt.%)

Nd
(wt.%)

#1 3.8 0.4 2.2 - - - 8.7 20.9 14.9 48.9
#2 12.1 - 2.4 6.2 71.6 - 0.2 1.3 1.2 4.7
#3 3.3 - 1.9 - 41.9 52.7 - - - -
#4 3.5 - 1.7 - 42.5 52.0 - - - -
#5 10.3 3.4 3.1 4.6 42.8 - 3.3 7.8 5.7 18.6
#6 13.1 - 6.1 1.4 21.5 - 5.4 12.9 9.2 30.1
#7 3.6 - - - - - 8.9 21.9 15.4 49.9

표 3-6-12. U-10Zr-7RE heel 잔탕의 RE-rich zone 하부 EDS point 분석 결과.

C
(wt.%)

O
(wt.%)

Si
(wt.%)

Zr
(wt.%)

Y
(wt.%)

U
(wt.%)

La
(wt.%)

Ce
(wt.%)

Pr
(wt.%)

Nd
(wt.%)

#1 12.2 5.5 7.6 68.6 - - - 1.4 - 4.5
#2 4.7 14.1 - - 9.1 - 4.2 10.5 10.1 46.9
#3 4.6 14.0 - - 8.9 - 4.3 10.3 9.8 47.8
#4 6.8 1.9 4.3 35.5 - - 4.7 11.2 8.2 27.0
#5 2.5 1.9 - 33.4 - 62.0 - - - -
#6 3.2 2.4 - 43.6 - 50.6 - - - -
#7 2.1 2.6 - 20.0 - 75.1 - - - -
#8 3.6 - - - - - 8.8 22.8 15.3 49.4
#9 3.3 0.6 - - - - 5.3 28.8 15.0 46.8
#10 10.9 4.8 - 81.5 - 2.6 - - - -
#11 3.8 - - - - - 8.9 21.6 15.3 50.3

금속연료심 스크랩 재활용은 heel 잔탕 외에도 불합격 연료심을 재활용해서 우라늄을 회수

하여야 한다. 따라서 U-10Zr과 U-10Zr-7RE 연료심 표면에 대해서 SEM/EDS분석을 수행하

였다. U-10Zr EDS분석은 mapping분석 후 결과에 따라서 point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

과 matrix 부분을 제외한 표면 층이 존재하였으며, 표면에 U원소 이외에도 Si원소와 Zr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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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이 측정이 되었다. 금속연료심 사출주조시 몰드를 석영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Zr원소와 

Si원소가 반응하여 화합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U-10Zr-7RE 연료심 표면 EDS분석 또

한 mapping분석 후 결과에 따라 point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matrix를 제외한 3개

의 표면층이 존재하였다. 먼저 첫 번째 표면층인 가장 외주부에는 회색층을 볼 수 있었다. 여

기서 U함량이 많이 측정되었고 Pr원소를 제외한 미량의 RE원소들이 분석되었다. 또한 

U-10Zr 연료심과 같이 석영관과 반응한 것으로 보이는 Si와 Zr원소가 측정되었다. 두 번째 

표면층은 회색층 다음 흑색층을 이루고 있었다. 여기서도 석영관과 반응하여 Si원소와 Zr원소

가 측정 되었지만, U함량이 적었고 RE원소 함량이 회색층보다 다량 측정되었으며 회색층에서 

측정되지 않았던 Pr원소가 포함되어 측정되었다. 다음 세 번째 층은 matrix 전 버블모양의 

표면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Si원소가 Zr원소와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주

로 U와 RE원소가 측정되었으며 미량의 Zr원소가 측정되었다. 다음의 SEM/EDS분석 결과는 

그림 3-6-82~84와 표 3-6-13~14에 나타내었다.

(a)                  (b)                   (c)                  (d)

그림 3-6-82. U-10Zr 연료심 표면 SEM/EDS mapping 분석 결과; 

(a) U-10Zr, (b) U, (c) Zr, (d) Si.

(a)                  (b)                   (c)                  (d)

(e)                  (f)                   (g)                  (h)

그림 3-6-83. U-10Zr-7RE 연료심 표면 SEM/EDS mapping 분석 결과; 

(a) U-10Zr-7RE, (b) U, (c) Si, (d) Zr, (e) Nd, (f) Pr, (g) Ce, (h) La.



- 275 -

   

(a)                                            (b)

그림 3-6-84. 금속연료심 표면 SEM/EDS point 분석; (a) U-10Zr, (b) U-10Zr-7RE.

표 3-6-13. U-10Zr 연료심 SEM/ EDS point 분석 결과.

O
(wt.%)

Si
(wt.%)

Zr
(wt.%)

U
(wt.%)

#1 7.8 5.5 29.8 52.5

#2 9.8 2.3 55.8 14.1

#3 3.8 8.3 51.2 30.7

#4 3.6 - 77.1 12.5

#5 3.1 - 9.0 85.9

표 3-6-14. U-10Zr 연료심 SEM/EDS point 분석 결과.

O
(wt.%)

Si
(wt.%)

Zr
(wt.%)

La
(wt.%)

Ce
(wt.%)

Pr
(wt.%)

Nd
(wt.%)

U
(wt.%)

#1 5.7 7.7 14.4 - 2.0 - 1.8 65.1

#2 7.5 8.8 17.1 - 3.7 - 3.3 50.5

#3 7.5 7.6 17.4 - 3.8 - 3.8 56.5

#4 4.5 8.7 32.3 - 17.5 5.5 10.9 16.2

#5 2.8 11.9 28.6 0.9 17.2 5.3 11.5 17.0

#6 7.1 - 13.1 - 12.3 4.8 12.0 47.8

#7 3.4 - 11.3 - - - - 82.9

#8 11.4 3.1 19.6 2.4 19.5 8.5 24.8 6.7

#9 5.7 - 16.9 - 8.8 4.4 13.6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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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활용 금속연료심 제조 및 특성 평가

금속연료 스크랩 방사성 폐기물을 최소화시키고 금속연료심 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속

연료심 스크랩을 재활용하여 건전한 금속연료심을 제조하고 불순물원소 제한함량(C+N+O+Si 

< 2000ppm)하는 충족하는 재활용 연료심 제조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금속연료심 

제조공정 후 발생되는 금속연료심 heel 잔탕을 사용하여 산세척후 재활용 U-10wt.%Zr 및 

U-10wt.%Zr-7wt.%RE 금속연료심을 제조하고 재활용 연료심 특성을 평가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흑연도가니, 석영관 주형은 고온에서 안정한 세라믹 재료인 Y2O3로 코팅하여 주조하였

다. 특히, U-10Zr-7RE 연료심 주조는 희토류 원소가 고온에서 흑연도가니와의 반응성이 크

기 때문에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팅 후보재료중 하나인 Y2O3를 두께 250㎛로 PSC(: 

plasma-spray coating) 코팅하였다. 재활용 금속연료심 제조는 순수 원료 금속연료심의 개량 

사출주조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출주조를 수행하였다. 

흑연도가니가 500℃로 상승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이며 흑연단열재를 포함한 흑연집

합체에 포함될 수 있는 수분을 방출하기 위해 5분간 유지하였다. 흑연도가니 내부가 1600℃

까지 상승하는데 약 25분 소요되었고 10분간 유지 후 출탕온도는 1550℃에서 수행하였다 

[2]. 사출주조온도 사이클은 그림 3-6-85에서 나타내었다. 재활용 연료심은 먼저 heel 

residue 100%와 heel residue 50%+순수원료 50%를 섞어 재 용해하였다. 지름은 약 

5.54mm, 길이 약 300mm 금속연료심을 주조하였다. 재활용 주조된 금속연료심을 그림 

3-6-86나타내었다. 제조된 재활용 금속연료심은 외부 결함을 평가하기 위해 육안검사를 하였

고, 내부 결함유무를 평가하기 위해 밀도측정을 수행하였다. 금속연료심은 내부결함이 없는 건

전한 상태를 보였다. 재활용 U-10Zr 연료심의 주조 전과 후 물질수지를 표 3-6-15와 표 

3-6-16에 나타내었고, 재활용 U-10Zr-7RE 연료심 주조 전과 후 물질수지 표를 표 3-6-17

과 표 3-6-18에 나타내었다. 재활용 U-10Zr 연료심 질량손실은 heel 잔탕 100%에서는 

0.2g 감소하였고, heel 잔탕 50% + 순금속 50%에서는 0.2g으로 증가하였다. 재활용 

U-10Zr-7RE 연료심(heel 잔탕 100%)을 주조한 결과 보통 RE 원소가 함유하였을 때 도가니

와 코팅층이 반응하여 도가니와 금속연료심 heel 잔탕의 분리가 대부분 불가능하였으나, 

U-10Zr 금속연료심 heel 잔탕과 같이 도가니 분리가 쉽게 되었다. 여기서, 질산용액으로 산

세척 과정을 통해 상부 RE층에서 RE의 함량이 줄었고, 기존에는 100∼150㎛ Y2O3 plasma 

coating을 하였었는데, 이번 실험에서는 250㎛ Y2O3 plasma coating으로 100㎛ 이상 코팅 

층을 증가시켜 반응 없이 도가니와 heel residue가 분리가 잘 된 것으로 판단된다. 재활용 

U-10Zr-7RE 연료심 (heel 50% + 순금속 50%)인 경우 똑같이 250㎛ Y2O3 plasma 

coating을 하였지만 heel 잔탕과 반응하여 도가니 회수가 불가능하였다. heel 100%로 용해

하여 분리된 U-10Zr-7RE 연료심 heel 잔탕과 흑연도가니는 그림 3-6-87  나타내었다. 재활

용 U-10Zr-7RE 연료심의 주조 전과 후 물질수지 표를 표 3-6-17과 표 3-6-18에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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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활용 금속연료심 U-10Zr-7RE 금속연료심 질량변화는 heel 잔탕 100%에서는 1.5g 감

소하고, heel 잔탕 50% + 순금속 50%에서는 0.8g으로 증가하였다. 재활용 U-10Zr과 

U-10Zr-7RE 금속연료심은 사출주조법으로 용해/주조 하여 건전하게 금속연료심을 제조 하였

고, 내부 균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밀도측정을 하였다. 그림 3-6-88  같이 연료심 상부, 중부 

및 하부를 50mm씩 절단 후 밀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금속연료심은 내부결함이 없는 건

전한 상태를 보였다. 재활용 U-10Zr과 U-10Zr-7RE 연료심의 밀도측정 결과, 그림 3-6-89 

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U-10Zr 연료심 품질사양에 적합하게 제조되었고, 내부결함이 

없는 건전한 상태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재활용 금속연료심의 핵심적인 요구 특성은 연료심 

품질에 적합한 합금원소 불순물원소 함량 C+N+O+Si < 2,000ppm 이다. 재활용 금속연료심 

불순물원소 함량 분석결과는 표 3-6-19~22에 나타내었다.

재활용 U-10Zr 금속연료심 기지에 분포된 석출물을 비교 관찰하기 heel 잔탕 100% 원료

와 heel 잔탕 50%+ 순금속 50%원료로 재용해한 U-10Zr 금속연료심에 대해 상부, 중부 및 

하부 단면 SEM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그림 3-6-90 같이 지르코늄 석출물이 금속연료

심 상부, 중부 및 하부에서 균일하게 분포하였다. Heel 잔탕 100% 원료와 heel 잔탕 50% + 

순금속 50% 원료로 재용해한 재활용 U-10Zr-7RE 금속연료심 기지에 분포된 석출물을 조사

하기 위해 SEM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6-91 와 같이 지르코늄과 RE 석출물이 연료심 

상부, 중부 및 하부에서 균일하게 분포하였다. 

그림 3-6-85 사출주조 온도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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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6-86 금속연료심 스크랩을 재활용하여 제조된 재활용 금속연료심; (a) U-10Zr heel 잔탕 100%, 

(b) U-10Zr heel 잔탕 50% + 순금속 50%, (c) U-10Zr-7RE heel 잔탕 100%, (d) U-10Zr-7RE 

heel 잔탕 50% + 순금속 50%. 

그림 3-6-87 재활용 U-10wt%Zr-7wt%RE 금속연료심 (heel 100%) heel residue 및 흑연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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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5. 재활용 U-10wt%Zr 금속연료심(heel 잔탕 100%) 주조후 연료 손실.

조건 종류 질량 (g)

용해 전
용해원료 (heel) 851.8

흑연도가니 939.9

용해 후

금속연료심 450.9

heel + dross  401.4

흑연도가니 939.2

질량 손실 -0.2g

표 3-6-16. 재활용 U-10wt%Zr 금속연료심(heel 잔탕 50% + 순금속 50%) 주조후 연료 손실.

조건 종류 질량 (g)

용해 전

용해원료 (heel) 431.0

U 388.4

Zr 43.2

흑연도가니 938.9

용해 후

금속연료심 459.1

heel + dross  404.2

흑연도가니 938.4

질량 손실 +0.2g

상부(50mm) 중부(50mm) 하부(50mm)

    

그림 3-6-88 재활용 금속연료심 밀도 시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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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7. 재활용 U-10wt%Zr-7wt%RE 금속연료심(heel 잔탕 100%) 주조후 연료 손실.

조건 종류 질량 (g)

용해 전
용해원료 (heel) 840.3

흑연도가니 962.9

용해 후

금속연료심 423.3

heel + dross  411.4

흑연도가니 967.0

질량 손실 -1.5g

표 3-6-18. 재활용 U-10wt%Zr-7wt%RE 연료심(heel 잔탕 50% + 순금속 50%) 주조후 연료 손실.  

조건 종류 질량 (g)

용해 전

용해원료 (heel) 323.7

U 314.2

Zr 38.0

RE 27.5

흑연도가니 945.3

용해 후

금속연료심 386.0

heel + dross  305.4

흑연도가니 958.1

질량 손실 +0.8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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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Slug Position (from top to bottom)

U-10Zr-7RE(heel 50%+ pure 50%)

U-10Zr-7RE(heel 100%)

(a)                                        (b)

그림 3-6-89 재활용 U-10Zr 및 U-10Zr-7RE 연료심 부위별 밀도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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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9. 재활용 U-10wt%Zr 연료심(heel 잔탕 100%) 불순물 함량.

원 소

부 위  
C(ppm) H(ppm) O(ppm) N(ppm)

상 부 410 4 340 10

중 부 70 3 670 <10

하 부 180 3 730 10

표 3-6-20. 재활용 U-10wt.%Zr 연료심(heel 잔탕 50% + 순금속 50%) 불순물 함량.

원 소

부 위
C(ppm) H(ppm) O(ppm) N(ppm)

상 부 60 3 520 10

중 부 150 2 670 10

하 부 50 2 770 10

표 3-6-21. 재활용 U-10wt.%Zr-7wt.%RE 연료심(heel 잔탕 100%) 불순물 함량.

원 소

부 위
C(ppm) H(ppm) O(ppm) N(ppm)

상 부 90 14 300 420

중 부 310 13 490 410

하 부 80 13 1800 390

표 3-6-22. 재활용 U-10wt%Zr-7wt%RE 연료심(heel residue 50%+pure metal 50%) 불순물 함량.

원 소

부 위
C(ppm) H(ppm) O(ppm) N(ppm)

상 부 380 14 700 20

중 부 190 10 380 10

하 부 140 9 2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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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

    

(b) (e)

    

(c) (f)

그림 3-6-90. 재활용 U-10wt%Zr 금속연료심 단면 SEM 사진; 잔탕 100% (a) 상부, (b) 중부, 

(c) 하부, (잔탕 50% + 순금속 50%) (d) 상부, (e) 중부, (f) 하부.



- 283 -

    

(a) (d)

    

(b) (e)

    

(c) (f)

그림 3-6-91. 재활용 U-10wt%Zr-7wt%RE 금속연료심 단면 SEM 사진; (잔탕 100%) (a) 상부,      

  (b) 중부, (c) 하부, (잔탕 50% + 순금속 50%) (d) 상부, (e) 중부, (f) 하부.

소듐냉각고속로 금속연료심 재활용 기술 개발은 고준위 폐기물 감소 뿐 만 아니라 우라늄 활용 

측면에서 매우 경제적이고 유용한 있는 연구이다. SFR 원형로 핵연료 제조기술 중 금속연료심 재

활용 기술은 필수적인 기술로 본 연구에서는 핵폐기물인 U-10Zr 금속연료심과 U-10Zr-7RE 금

속연료심 heel 잔탕의 불순물함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heel 잔탕을 질산용액으로 산세척 후 재

용해하여 금속연료심을 제조하였다. 재활용 금속연료심은 사출주조법을 이용하여 금속연료심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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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고 heel 잔탕 함량별로 U-10Zr 과 U-10Zr-7RE에 대해서 heel 잔탕 100%과 heel 잔탕 

50% + 순금속 50%로 재활용 U-10Zr 연료심과 U-10Zr-7RE 금속연료심 제조시험을 수행하였

다. 제조한 결과, 재활용 U-10Zr과 U-10Zr-7RE 연료심이 건전하게 제조 되었고, 그 특성평가를 

하여 금속연료심 스크랩 재활용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재활용 금속연료심 특성을 평가한 결과, 

heel 잔탕 100% 와 heel 잔탕 50% + 순금속 50%로 제조한 재활용 U-10Zr 연료심은 금속연료

심 제조성 및 불순물 함량에 대해 금속연료심 품질사양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

용 U-10Zr-7RE 금속연료심인 경우, heel 잔탕 50% + 순금속 50%로 제조 시에 금속연료심 제

조 건전성과 불순물에 대한 품질사양 또한 건전하게 제조하여 불순물원소 함량 2,000ppm 이하

로 조절 가능하였다. 금속연료심 제조 스크랩 재활용 개념 도출은 금속연료심 스크랩 재활용의 첫 

성과로써, 금속연료 스크랩 재활용장치의 설계, 제작에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금속연료심 재활용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금속연료심의 회수율을 크게 증가시키고, 고가의 핵연료물질 활

용을 극대화하고, 연료 스크랩 방사성 폐기물을 최소화에 크게 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 [3]. 

5. TFMF단위공정 장치 예비개념 연구 보고서

가. 재순환 금속연료심 시설의 공정흐름

재순환 금속연료심 제조시설(TRU Fuel Manufacturing Facility, TFMF)은 KAPF(Korea 

Advanced Pyroprocess Facility)에서 생산된 TRU 잉곳을 원료로 하여 핵연료 제조 공정을 

거쳐 TRU 금속연료 집합체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재순환 금속연료심 시설의 단위공정은 연료

심 제조 공정, 소듐 장입 공정, 연료봉 용접공정, 소듐 용해/접합공정, 와이어래핑 공정, 집합

체 조립공정, 재활용 공정으로 구성되며 각 공정 및 공정간 흐름은 그림 3-6-92과 같다. 

  

  그림 3-6-92. TFMF 시설 공정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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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 잉곳은 연료심 제조 공정으로 이송되어 핵연료의 성분 조정을 수행한 후 사출주조방식

으로 연료심을 제조한다. 제조가 완료된 연료심은 연료봉에 소듐과 함께 장입되어 상부 봉단 

마개를 용접한 후, 후속 공정을 위해 소듐용해/접합, 와이어랩핑 공정을 거쳐 핵연료집합체 조

립 셀로 이송된다. 이송이 완료된 연료봉은 소듐 충전 및 각종 구조재의 조립 주요공정을 거

쳐 집합체를 완성한다. 

연료심 제조 공정, 소듐 장입 공정, 연료봉 용접공정, 재활용 공정은 아르곤셀에서 운영되

고, 소듐 용해/접합공정, 와이어래핑 공정, 집합체 조립공정은 에어셀에서 운영된다. 각 공정

의 상세 내용은 TFMF 시설 주요 공정을 참고한다. 

나. TFMF 시설의 물질수지

TFMF 시설의 공정처리 연간 기준용량은 150 MWe PGSFR에 사용되는 고속로 핵연료에 

TRU 소요량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연간 1.8 tHM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TFMF 시설의 주요

특성은 표 3-6-23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이에 따른 물질수지는 그림 3-6-93와 같다. 

표 3-6-23. TFMF 시설 설계 기본 요건

Capacity SFR fuel : 0.42 tTRU/yr(1.8 tHM/y) 
Temporary store: 0.55 tTRU SFR fuel 

Net Operation Time 200 days/yr 

Input U/TRU/RE metal

Output TRU Fuel Assembly

Plant Capability 

Input Amount of TRU from KAPF : 0.42 tTRU/yr 

Production No. of Fuel Rod : 
6,816 FR/yr (= (0.42tTRU/yr) / (67g TRU/FR))

Production No. of Fuel Assembly 31FA/yr
(= 6,816FR/ (217FR/FA))  
corresponds to about 1.3 unit of 150MWe core
(23FA/unit)  

Fuel Material 62.85 wt% U-22.15 wt% TRU-10 wt% Zr-5 wt% RE 

MA content < 5wt.% (equilibrium cycle of FR)

Fuel Bonding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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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3. TFMF 시설 물질수지 

다. TFMF 시설의 주요공정

TFMF 시설 내 주요 공정은 금속연료심 제조공정, 소듐장입 공정, 소듐용해/접합 공정, 금

속연료봉 용접공정, 와이어 래핑공정, 금속연료집합체 조립공정 및 금속연료 재활용 제조공정

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금속연료심 제조공정

상부 봉단 마개를 용접한 후, 후속 공정을 위해 소듐용해/접합, 와이어랩핑 공정을 거쳐 핵

연료집합체 조립 셀로 이송된다. 이송이 완료된 연료봉은 소듐 충전 및 각종 구조재의 조립 

주요공정을 거쳐 집합체를 완성한다. 

연료심 제조 공정, 소듐 장입 공정, 연료봉 용접공정, 재활용 공정은 아르곤셀에서 운영되

고, 소듐 용해/접합공정, 와이어래핑 공정, 집합체 조립공정은 에어셀에서 운영된다. 각 공정

의 상세 내용은 TFMF 시설 주요 공정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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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4. 사출주조의 원리를 나타내는 모식도

① 공정개요

사출주조기술은 용탕을 불활성 가스로 가압하여 주형 속으로 밀어 넣어 주조하는 방법으로 

그림 3-6-94에 사출주조기술의 원리를 나타내었다. 사출주조공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 금

속연료 용탕조성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공이나 불활성 분위기에서 고주파유도가열 하

고, 2) 용해주조로 챔버를 진공으로 만든 로체 상부의 주형 집합체를 하강(반대로 도가니가 상

승)하여 주형의 한쪽 끝을 용탕에 침적시킨다. 3)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여 용탕에 압력을 가하

여 용탕을 주형 속으로 밀어 올린다. 4) 용탕금속이 응고되면 주형을 상승(반대로 도가니 하

강)시키고, 주형이 냉각된 후 해체하여 금속연료심을 얻는다.

② 공정장치

TRU 금속연료심 제조에 필요한 공정장치는 주장치로서 연료심 제조에 필요한 사출주조장치

와 부대장치로서 원료절단장치, 성분조정장치, 탈주형장치, 연료심 표면연마장치, 연료심 절단

장치로 구성된다.

㉠ 원료절단장치

원료절단장치(그림 3-6-95)는 파이로 잉곳을 절단하는 장치로 핫셀 시설에서는 냉각수를 사

용할 수 없고 다른 냉각 매체 사용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압력과 충격을 이용한 전단방법으로 

원료를 절단한다. 여기서 TRU ingot의 크기가 주조제조에 적절할 경우 초기 원료절단 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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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5. 원료절단장치

㉡ 사출주조장치

용탕을 불활성 가스로 가압하여 주형 속으로 밀어 넣어 금속연료심을 제조하는 장치(그림 

3-6-96)로 TRU 원료, 우라늄 및 지르코늄은 산화성이 매우 강하므로 진공분위기나 불활성 

분위기에서 유도가열방식에 의해 짧은 시간에 가열되어야 한다. 사출주조로는 압력과 진공 조

건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하며 장치 기본규격 및 특성은 아래와 같다. 

- 최대용해용량 : TRU ingot-U-Zr 15 kg max. 

- 금속연료심 치수 : 5.54×L300mm 

- 최대용탕온도 : 1800℃

- 발진기 규격 : 3KHz, 440V, 3, 50KW

- 최대진공도 :  2×10-5 torr(상온 blank 상태, 용해시 5×10-3 torr)

- 용기 가압속도 : ∼2.06 kg/cm²

- 용기 가압압력 : 6 kg/cm², 10 kg/cm² max. 

- 주형 히터 : 칸탈 히터, 1300℃ max., 3, 380V, 10 kW (Optional)

그림 3-6-96. 사출주조장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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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조정장치

성분조정장치(그림 3-6-97)는 절단된 원료를 계량하는 장치로 계량용기, 계량저울, 도가니 

거치대, 원료이송 크레인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3-6-97. 성분조절장치

㉣ 탈주형장치

탈주형 장치(그림 3-6-98)는 연료심이 주조된 주형과 연료심을 분리하는 장치로서 연료심 

트레이, 탈주형 베이스, 파쇄 모터, 파쇄 해머, 집진 후드, 주형 회수 트레이 등으로 구성된다. 

연료심 트레이를 통해 주입된 주형은 파쇄 모터로 동작하는 파쇄 해머의 충격으로 파쇄되고 

파쇄 해머 행정간 거리와 속도는 조정 가능하다. 파쇄된 주형은 장치아래에 준비된 트레이를 

통해 회수되고 연료심은 탈주형 베이스로 자동 인출되어 후속공정(연료심 표면연마)을 위해 대

기 상태로 놓인다. 

  

(a) 탈주형 장치   (b) 베이스   (c) 연료심 트레이  (d) 파쇄 모터 

그림 3-6-98. 탈주형 장치 및 주요 구성부품 

㉤ 연료심 표면연마장치

연료심 표면연마장치(그림 3-6-99)는 탈주형 공정에서 연료심 표면에 붙은 석영 잔류물과 

연료심 표면에 형성된 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이다. 연료심 표면연마장치는 연료심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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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Clamping cylinder, 연료심 표면을 연마하는 브러시가 부착되어 있는 Gripper 

cylinder, 그리고 Gripper cylinder를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Rodless cylinder로 구성된다. 

브러시는 소모성 부품으로 Gripper cylinder에서 탈부착이 용이하게 설계되어있다. 장치의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연료심 표면연마 중에는 분진을 따로 회수할 수 있는 회수 트레

이가 장치 아래에 있다. 연료심 표면연마장치는 약 525x235x350 mm 크기를 가지고 스테인

리스강으로 제작된다. 오염방지를 위해 연료심 표면연마장치는 후드에서 작업하고 양 옆에는 

탈주형 장치와 연료심 절단장치가 연속공정으로 설치된다.    

   

(a) 형상                       (b) 치수

그림 3-6-99. 연료심 표면연마장치  

㉥ 연료심 절단장치

연료심 절단장치(그림 3-6-00)는 주조된 연료심의 상부 결함부와 하부 결함부를 절단하는 

장치로 최종 연료심은 300 mm 길이를 가진다. 연료심 절단장치는 오일 탱크, 부스터 실린

더, 상단 플레이트, 베이스 플레이트, 리니어 샤프트, 연료심 고정홀더 등으로 구성되고, 연료

심 상부와 하부에 각각 설치되며 동작원리는 동일하다. 연료심 절단장치는 공압과 유압을 동

시에 사용하는데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절단장치에 공압이 주어지면 공압유 변환장치

를 통해 오일이 급유되고 유압피스톤이 작동한다. 공압이 일정 값에 도달하면 공기압력 스위

치에 의해 부스트 실린더에 공압이 전달되고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 부스터 실린더에 있는 유

압은 증압되어 고출력으로 전진하게 된다. 절단된 연료심은 롤러에 의해 연료심 트레이로 자

동 이동하여 적재되도록 설계하였다.  

(a)                  (b)

그림 3-6-100. (a) 연료심 절단 장치와 (b) 연료심 고정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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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치 및 품질관리

제조된 금속연료심의 품질사양과 관련하여 금속연료심 성분 분석 방법에는 ICP-AES, 

ICP-MS방법 등이 있고 불순물(C, N, O, Si) 농도 2000 ppm 이하, Zr 성분 10wt%±0.2 

품질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연료심 질량, 길이, 직경 검사장치는 각각 전자저울, 버니어켈리퍼

스, 마이크로메타를 사용할 수 있고 향후 핫셀에서 사용 가능한 검사장치를 개발할 계획이다. 

각각의 품질기준은 각각 344.9 g±(13.5,16.4) 900 mm±5.0, 5.54 mm±(0.1, 0.08)이다. 

연료심의 진직도는 피복관에 최대 삽입력이 1.5 kgf 이하 값을 가져야 한다. 

㉧ 계량관리 및 배치안

금속연료심 제조공정에서 수행되는 안전조치는 핵물질계량으로 원료물질 무게와 연료심 개

수 및 무게를 측정하고, 연료심 제조 이력을 관리한다. TFMF 제조시설 내 금속연료심 제조공

정을 위해 현재까지 수립된 장치 및 검사장치의 배치안을 그림 3-6-101에 나타내었다(TFMF 

GA 참조). 향후 현재의 개념설계안을 기초로 하여 상세 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며 제조 생산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완성되어야 한다. 

그림 3-6-101. 금속연료심 제조공정 배치안

㉨ 임시저장 및 불출(출하)

연료심 제조공정에서는 원료절단공정 전후에 원료가 대기상태로 있어야 하고, 연료심 절단 

공정 후 절단된 연료심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반이 있어야 한다. 각각의 연료심 보관소는 핵임

계 평가를 통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미임계를 만족하여야한다.

(2) 소듐 장입 공정

TFMF 소듐 장입 공정은 고방사선 연료심의 원격취급에 따른 소듐과 금속우라늄 연료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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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관에 장입하고, 용해/접합을 실시하여 결함이 없는 적정 수준의 소듐이 연료심 상단부에 

충진 되도록 하는 장입으로 소듐 취급과 관리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하는 공정이다. 소듐이 

환원제이며 산소 및 수분에 대한 친화성이 매우 강하고, 연료심 및 피복관 냉각재로 용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소듐의 취급 및 관리는 민감한 고순도 불활성 분위기하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  소듐 장입 공정에서 소듐 취급 및 관리는 압출재 제조와 소듐 용해/접합, 용

접 공정까지 영향을 미친다. 

① 공정개요

장입 공정 중 소듐 취급 및 관리는 불활성 분위기에서 고체소듐을 압출기를 이용하여 소듐 

압출을 실시하고 직선화와 계량 절단 후 피복관에 소듐과 연료심을 장입하는 공정으로 상부 

봉단마개 용접을 위한 소듐과 연료심이 장전된 피복관 이송까지 개념을 일컫는다.  

㉠ 소듐 취급 및 관리

소듐은 산소 및 수분과 친화성이 매우 강하므로 고순도의 불활성 분위기에서 취급 및 작업

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소와 수분이 50ppm 이하로 항시 제어가 필요하며 장치의 기밀이 잘 

유지되어 누설이 없어야 소듐의 산화방지와 고순도 품질의 소듐을 취급 관리할 수 있다.  

㉡ 소듐 압출 및 계량

소듐 덩어리 표면에 산화층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제거하여 은백색의 소듐을 사용하

고 소듐 압출기를 이용하여 피복관 내경보다 작은 직경의 압출 금형을 이용하여 압출을 실시

한다. 소듐 압출재는 장입이 용이 하도록 직선화시킨 후 피복관 내부 용적과 연료심 체적을 

계산하여 연료심 상부를 덮을 수 있는 용량으로 절단하여 무게와 길이를 측정한다.

㉢ 소듐 및 연료심 장입

 절단된 소듐 압출재 장입은 피복관 상부에 소듐 오염 방지용 가이드를 장착하여 용접부에 

소듐이 묻어나지 않도록 하며 소듐을 장입한 후 연료심을 장입하고 금속 막대를 이용하여 소

듐과 연료심이 하부로 밀착되도록 하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복관 용접부로부터 최대한 

하부 봉단마개 방향으로 위치하도록 밀착시킨다. 소듐과 연료심 장입이 완료되면 피복관 상부 

용접을 실시할 부위의 소듐 및 오염원을 철저하게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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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복관 이송 

밀봉된 불활성 분위기 시설에서 밀봉 상태 용기나 시설을 이용하여 상부 봉단마개 용접 공정

으로 이송까지 불활성 분위기가 유지되어야 하는 소듐 장입 공정이다.  소듐 장입 공정 이후소

듐 공정은 불활성 분위기 장치보다 일반 대기 분위기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이기에 소

듐 장입 공정에서는 피복관 이송 이후 용해/접합 공정은 대기 분위기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② 공정장치

소듐 장입 공정장치는 완벽한 밀폐가 이루어지는 폐쇄형 장치로 고순도 불활성 분위기 제어

가 가능한 취급 및 관리를 위한 취급 장치, 소듐 가공을 위한 압출기와 연료심을 장입하기 위

한 장치 및 지그로 구축되어 있다.

㉠ 소듐 취급 장치

불활성 분위기와 진공 분위기로 전환이 가능한 밀폐형 글로브박스와 유사한 성능을 지닌 장

치가 필수적이다. 장치에 수분제어 센서, 산소제어 센서 및 분위기 조절을 위한 촉매와 가열장

치가 필수이고 소듐 압출기와 장입 장치 및 지그를 장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장치에

는 소듐 장입 공정 각각 단계마다 필요한 장치가 안착되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소듐 압출기

소듐 압출기에서 압출 금형은 피복관 직경보다 작은 실린더를 채택하여 압출을 실시하기 때

문에 소듐 부식과 압출 시 소요되는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소재로 압출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큰 압력을 가하기 위한 개념으로 전동 또는 기계적 구조 설계를 통하여 

압출에 커다란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되는 압출기와 지그가 필요하다. 압출기 장치는 분위기 

제어가 가능한 소듐 취급 장치 설비에 장착하여야 한다.

㉢ 소듐 및 연료심 장입 장치와 지그

소듐은 일반 금속소재보다 유연한 금속이므로 압출한 소듐의 직선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소듐으로 인한 피복관 상단부 용접 부위의 오염이 발생하면 용접부 품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

치므로 피복관 보다 작은 외경이고, 소듐 압출재 보다 큰 내경을 지닌 소듐 가이드 지그를 사

용하며 오염 방지를 위한 중요한 장치 부품이다. 지그 부품도 부식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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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치 및 품질관리

소듐 장입 공정에서 소듐 취급 및 관리를 위한 장치에 필수적으로 산소 및 수분 측정 센서

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소듐 산화문제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품질관

리 측면에서 산소 및 수분 측정량이 각각 50ppm이 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한다.

㉤ 계량관리 및 배치안

소듐 장입 공정 중 소듐 취급 및 관리 장치는 항상 고순도 불활성 분위기가 유지 되어야하

고, 산소 및 수분 센서는 작동 상태와 함량을 점검하고 상시 가동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불활성 분위기가 급격하게 파괴 되거나 소듐 장입 시 사용하였던 소듐이 묻은 가연성 물질을 

배출 시킬 때는 충분한 시간으로 산화시켜 화재를 예방하도록 한다. 연료심을 사용할 때는 핵

물질 이동 인수인계와 핵물질 임계량 및 방사선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다. TFMF 소듐 공정 

장치 배치는 크게 불활성 분위기에서 실시하는 장입 공정과 공기 분위기에서 작업하는 용해/

접합 및 품질검사 관리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 장입 공정은 글로브박스 개념으로 정교하게 

분위기 제어를 시행할 수 있는 소듐 취급 및 압출 작업을 실행하고, 소듐 장입 공정과 소듐 

및 폐기물 임시 저장고는 불활성 분위기 구역에서 작업을 실시하기로 잠정 배치안을 그림 

3-6-102에 나타내었다.

    

그림 3-6-102 소듐 장입 공정과 소듐 및 폐기물 임시저장고

㉦ 임시저장 

   

공정에서 발생한 소듐 폐기물과 후속 공정으로 이송 대기하여야 할 불활성 분위기 임시저장

고 설계를 지칭한 것으로 안전조치 개념이 도입된 구역을 설정하였다. 그림 3-6-102에 나타

낸 D3 구역은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소듐으로는 소듐 산화층 제거물, 압출재 계량 및 절단 

잔유물, 피복관 상부 봉단 마개 용접부 내부 세척 후 발생되는 물질, 피복관 외부 세척 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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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일시적으로 보관 한 뒤 일정기간이 되면 대기 중 오염 구역으로 반출을 하는 구역이다. 

D4 구역은 공정 중 이송하여야 할 피복관 및 연료봉 저장 대기공간이다. 이때의 연료봉 저장 

대기공간은 각각 핵임계 평가를 통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미임계를 만족하여야 한다.

(3) 소듐 용해/접합 공정

소듐과 금속우라늄 연료심을 피복관에 장입하고, 상부 봉단마개 용접을 비롯한 용접 공정이 

완료된 후 이송된 연료봉을 결함이 없고 기준 준위로 만족하도록 소듐과 연료심이 장입된 연

료봉을 매거진에 장착하여 소듐 가열장치로 소듐용해/접합을 실시하여 충진 시키는 공정이다. 

이 공정은 피복관 용접으로 상하부 봉단 마개의 밀봉이 이루어져 있기에 일반 대기 중에서 작

업이 가능하다.

① 공정개요

소듐과 연료심이 장입된 피복관은 불활성 분위기에서 밀봉하여 상부용접을 비롯한 용접공정

이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이송된 연료봉을 결함이 없고 일정한 높이의 준위(Level)가 형성되

도록 소듐 용해/접합으로 충진을 실시한다.

㉠ 소듐 용해

밀봉된 연료봉을 소듐 가열장치에서 소듐이 용해되어 피복관 내부에서 소듐과 연료심의 장

착이 양호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정 단계이다. 소듐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온 속도는 

15°C/min를 넘지 않도록 하며 소듐 용해 시 먼저 150°C까지 가열하고, 약 10분간 유지하여 

소듐을 녹이고 안정화시킨 다음, 승온속도 15°C/min로 300°C까지 가열을 실시하는 공정 조

건을 선정하였다.  

㉡ 소듐 접합

소듐 용해 시 자중에 의해 금속연료심이 완전하게 하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충격 또는 진

동을 이용하여 피복관 하부 봉단 마개로부터 1 mm이내 위치하도록 피복관이 장착된 매거진에 

충격 또는 진동을 가하며 충진하는 접합 공정이다. 충진을 하기 위한 접합 시간은 소듐의 가스 

및 기포가 상부로 분출되도록 소듐이 용해되어 충진된 연료봉에 60회/min의 충격을 10분간 

가한 후 10분간 정지하는 충격진동 방식으로 충격과 정지를 각각 6회씩 진행하며 2시간 동안 

가열 및 충격 또는 진동을 가한다. 과정이 종료되면 피복관 내부 벽면에 부착된 소듐 용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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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로 흘러 침강하고 소듐의 안정화를 위하여 가열온도에서 10분간 유지 후 가열 전원을 차

단하고 냉각시켜 연료봉을 인출한다. 이때 연료봉은 상하부 방향을 주의하여 인출하여야 한다.

㉢ 소듐 결함 및 준위 검사

냉각이 완료된 후 연료심 위치와 소듐의 용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간 X-ray 

radiography 검사로 연료심과 하부 봉단 마개의 이격거리 및 소듐 준위 측정 규정에 부합하

는지 위치를 확인하고 소듐 결함으로 기포 및 미충진 상태 유무 관찰도 실시한다.

㉣ 연료봉 이송 

결함 및 준위 검사 완료 후 품질관리에서 합격한 제품은 핵물질 이동표와 품질관리 문서를 

작성하고 연료봉 이송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후속 공정으로 이동을 실시한다.

② 공정장치

소듐 용해/접합 공정장치는 소듐을 용해시키는 가열시스템과 연료봉이 장착된 매거진에 충

격 또는 진동을 이용하여 소듐을 충진시키는 접합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 소듐 용해 장치

소듐 용해온도는 100℃가 넘지 않지만 용해 가열장치는 약 600℃이상 온도의 용량으로 설

계와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열장치의 내부 온도가 피복관까지 균질화되기 위한 온도 분

포를 고려하여 한다. 양산체제 장비는 특히 대형 장치로 제작되기에 온도 분포는 매우 중요하

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열전달이 이루어지도록 가열하여야 하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고

품질의 소듐 용해/접합 충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용해 가열장치 용량은 소듐 용해

온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로 제작되어야 한다.

㉡ 소듐 접합 장치

소듐 가열 장치에서 온도 분포가 중요한 것은 접합 장치의 매거진에 균일한 온도가 전달되

어 일시에 충격 또는 진동으로 연료심의 하강이 하부 봉단 마개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기

포와 같은 결함이 소멸된다. 접합 장치는 연료봉이 밀봉되어 있으므로 불활성 분위기를 반드

시 채택할 필요가 없기에 공정작업을 실시하는데 편리하고 효율적이지만 열을 가한 매거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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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장치와 기계적 충격 및 진동으로 인한 내구성을 지녀야 한다.

㉢ 접합 매거진

양산체제 실크기 소듐접합은 연료봉 무게와 길이를 고려하여 연료봉에 손상을 가하지 않을 

충분한 내구성 및 내마모성 소재로 설계하고 제작하여야 하며 대량생산을 위한 배치 개념의 

접합 매거진이 필요하다. 접합 매거진은 매거진 자체의 무게, 연료봉 배치의 중량과 형상, 열

처리를 채택한 소재 선정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접합 매거진은 가열 시 열전달이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하고 내외부 온도 편차가 적은 구간 내에서 접합이 이루어지므로 매거진 

의 형상과 재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검사장치 및 품질관리

  소듐 공정에서 최종 소듐의 결함 및 준위 측정을 실시하기 위한 장치는 X-ray 투과를 이

용한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기존 여러가지 비파괴 방법의 검사장치가 있지만 현대 방사선 투

과 기술 장비 발달로 실시간 소듐 준위 및 결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장치의 운용면에

서는 전문적인 장비 유지와 운용자가 필요하지만 측정 결과를 관찰하고 평가하는데 손쉽게 해

석이 가능한 측정 방법이다. 연료심과 피복관 사이에서 소듐 미충진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연료심과 하부 봉단 마개로부터 이격거리도 기준값 이하로 존재하고 기준 준위를 만족하면 소

듐 공정은 합격으로 판정한다.

㉤ 계량관리 및 배치안

소듐 용해/장입 공정은 열을 가하여 소듐을 용해하는 공정이므로 가열장치의 과열과 제어 

시스템 오동작으로 인한 사고 및 장치 손상에 주의 하여야 한다. 특히 접합 시 매거진의 손상

과 작동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한 과부하는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연료심을 사용할 때

는 핵물질 이동 인수인계와 핵물질 임계량 및 방사선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다. TFMF 소듐 

공정 장치 배치는 크게 불활성 분위기에서 실시하는 장입 공정과 일반 공기 중에서 작업하는 

용해/접합 및 품질검사 관리로 나눌 수 있다. 용해/접합 공정은 연료봉이 밀봉되어 있으므로 

소듐공정 중 장입 공정보다는 방사선 외부 피복과 소듐의 산화에 대한 우려가 적어 일반 구역

으로 잠정 배치안을 그림 3-6-103 나타내었다. D02 구역에 용해/접합 시스템을 배치하고, 

완료된 연료봉은 D04에 저장하며 후속 공정으로 이송할 연료봉은 P01 구역으로 보내는 잠정 

배치안을 설계하였다. 소듐 준위 및 결함 X-ray 검사 장치는 D05구역에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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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저장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로 규정을 지을 수 있는 비방사선 폐기물이 소량 발

생하고 제조가 완료된 연료봉은 후속 공정으로 바로 이송을 실시하며 그러지 못할 때에는 임

시저장고에서 대기한다. 이때의 임시저장고는 핵임계 평가를 통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미

임계를 만족하여야한다.

그림 3-6-103. 소듐 용해/접합 공정 배치안

(4) 금속연료봉 용접공정

TRU를 함유한 핵연료 물질을 사용해 핵연료를 제조할 경우 고방사성 핵물질이라는 특성 때

문에 모든 금속연료봉 제조 공정작업이 차폐시설에서 원격으로 작업이 수행되어야만 한다. 핵

연료 SFR 금속연료봉 용접 공정은 제조된 연료심과 충진재 소듐을 연료 피복관에 장입하고 

양 끝을 봉단마개로 밀봉, 용접하는 작업이다. 특히 연료봉의 용접 건전성은 원자로에서 핵연

료 연소 중에 핵분열성 물질의 누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핵연료 제조 공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제조 공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SFR 금속연료봉 재료로 사용되는 Ferritic-Martensitic 

Steels (FMS)의 특성상 용접후 잔류 응력 제거를 위해 용접후열처리(Post Weld Heat 

Treatment, PWHT)가 수행되어야 한다. 차폐시설에서 원격으로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는 특

수성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에서의 공정 작업은 최소한으로 해야 하기에 TRU 핵물질이 포함되

지 않는 작업은 차폐시설 밖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공정개요

금속연료봉 용접 공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작업절차에 따라 금속연료봉 용접이 완성된다. 특

히 TRU 핵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작업 즉, 반연료봉(jacket) 제조까지는 차폐시설 밖에서 수행

되며 완성된 반연료봉(jacket)을 차폐시설 내로 이송하여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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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연료봉 용접 부품 및 반연료봉 이송

TFMF 시설에서 금속연료봉 용접 공정을 위해 입고되는 부품은 상부 봉단마개 및 반연료봉

(jacket)으로 입고 전에 품질검사를 통해 품질요건 및 도면치수를 만족하는 부품만 입고된다. 

여기서 하부만 용접된 연료 피복관을 반연료봉(jacket)이라 부르며 반연료봉은 외부 시설에서 

가공, 용접되어 입고된다. 반연료봉은 이송 적재용기에 담겨져 수평상태에서 이동되며, 상부 

봉단마개는 전용 용기에 담겨져 봉단용접 공정에 공급된다. 하부만 용접된 연료 피복관 즉, 반

연료봉은 연료심, 소듐과 같은 내용물 장입을 위해 소듐장입 공정으로 이송된다. 이때 이송은 

전용 이송 적재용기에 담겨져 수직상태에서 이동된다.

㉡ 상부 봉단용접

소듐 장입공정에서 TRU 연료심과 소듐이 장입된 반연료봉이 용접공정에 공급되며, 불활성 

분위기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송된다. 이송된 내용물이 장입된 반연료봉은 불활성 분위기가 유

지된 상태에서 봉단용접 쳄버에 장전되고, 쳄버 내에서 진공으로 불활성 가스를 제거하고 헬

륨(He)가스를 충진해 연료봉 내부를 원하는 헬륨(He) 분위기로 만든 후 상부 봉단마개를 삽

입, 장착한다. 설정된 용접 조건을 확인하고, 용접 작업절차에 따라 상부 봉단용접을 수행한

다. 이렇게 상부까지 용접된 연료 피복관을 연료봉(Fuel rod)이라 부른다.

㉢ 제염검사 및 제염

상부 용접된 연료봉을 제염 검사장치에 장착한 후 스와핑테스트 방법으로 연료봉 표면을 닦

아서 연료봉 표면의 오염 정도를 검사한다. 오염이 확인되면 아세톤 등의 휘발성 용액으로 연

료봉 표면을 잘 닦아서 제염 처리한다. 제염 후 다시 검사해서 오염이 없으면 다음 후열처리 

공정으로 이송한다. 

㉣ 상부 봉단용접부 열처리 및 연료봉 이송

상부 용접된 연료봉을 후열처리 장치에 장전하여 용접부를 진공분위기(10-4 torr)에서 73

0℃까지 가열하여 20분간 유지한 후 공냉시켜 열처리한다. 상부까지 용접된 연료봉은 대기 분

위기 중에 이송해도 무방하며 전용 이송 적재용기에 담겨져 수직상태에서 다음 공정인 소듐 

접합(bonding) 공정으로 이동된다.

② 공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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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연료봉 용접 공정 및 후열처리 공정에 적용될 공정장치는 연료봉 취급을 수직으로 가정

할 경우 용접가열부, 용접쳄버, 봉단마개 장착기, 후열처리 장치, 제염검사 및 제염 장치로 구

성된다.

㉠ 용접 가열부

용접 가열부는 실제로 연료 피복관과 봉단마개를 삽입한 상태에서 아크 열이나 레이저 열로 

금속을 용융시켜 접합하는 부분으로 밀폐성이 우수한 내열소재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

료봉 용접부 원주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용접할 수 있고, 용접부와 열 발생부 간에 간격을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 용접 쳄버

용접 쳄버는 용접할 피복관 내부의 가스를 제거해 용접시 용접 산화를 방지하고, 연료봉 내

부를 He가스로 충진할 수 있게 해 준다. 용접부에 인접해 있어 용접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온에 견디고, 밀폐성이 좋아야 한다.

㉢ 봉단마개 장착기

봉단마개 장착기는 봉단용접을 위해 연료 피복관 끝단에 봉단마개를 정 위치에 삽입, 장착

하는 장치로 상부 용접에서는 불활성 분위기 유지 및 연료봉 내 He가스 충진을 위해 용접쳄

버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 후열처리 장치

후열처리 장치는 진공(10-4 torr) 분위기에서 약 800℃까지 가열할 수 있는 열처리 장치로 

봉단마개 용접부의 용접후 생긴 잔류응력을 제거한다. 봉단마개 용접부만 후열처리될 수 있도

록 가열 부위 집중화를 위해 가능하면 용접부만 가열, 공냉될 수 있도록 한다.

㉤ 제염검사 및 제염 장치

제염검사 및 제염 장치는 용접된 금속연료봉을 수직 상태로 연료봉 거치대에 거치할 수 있

도록 하여 스와핑 시험지로 연료봉 표면을 닦아 검사하는 구조이며, 오염 제거는 연료봉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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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상태에서 아세톤과 같은 휘발성 용액을 깨끗한 거즈에 묻혀서 닦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야 한다.

③ 검사장치 및 품질관리

㉠ 용접부 육안검사 및 치수검사 장치

연료봉 봉단용접부 육안검사 및 치수검사를 위해 확대경 또는 저배율 페리스코프가 요구되

며, 마이크로메타, 버니어켈리퍼스와 같은 정밀 치수 측정기기들이 요구된다. 육안검사로 용접

부 건전성을 확인하고, 치수 측정기기로 용접부 직경, 연료봉 길이, 진직도 등을 검사한다.

㉡ 용접부 X-선 검사 장치

연료봉 봉단용접부 결함검사를 위해 X-선 투과 검사기기가 요구된다. 용접부를 360도 회전

시켜 가면서 용융 용접에 따른 핀홀과 같은 용융결함이 발생된 것을 비파괴 검사인 X-선 투

과검사로 100% 전량 검사한다.

㉢ 용접부 조직검사 장치

연료봉 봉단용접부 결함검사를 위해 용접된 시편 또는 실제 연료봉에 대해 미세조직 검사를 

수행한다. 미세조직검사를 위해서 시편 절단기, 시편고정기(mounting), 연마기, 표면 에칭, 고

배율 현미경, SEM 등이 요구되며 미세조직검사를 통해 용접부 건전성을 검사한다.

㉣ 용접부 He누출 검사 장치

연료봉 봉단용접부 결함검사를 위해서 연료봉내 충진된 He 가스 누출 검사를 통해 용접부 

건전성을 검사한다. 용접된 연료봉을 He누출 쳄버에 장입하고 진공상태에서 He 가스의 누출

량을 He 누출시험기로 검사한다. 

㉤ 용접부 미세경도 검사 장치

연료봉 봉단용접부 후열처리 건전성 평가를 위해 미세경도측정기로 용접부 미세경도를 측정

한다. 미세경도 측정시편 제조를 위해 시편 절단기, 시편고정기(mounting), 연마기가 요구되

며 준비된 시편은 미세경도측정기로 측정,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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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부 인장강도 검사 장치

연료봉 봉단용접부 후열처리 건전성 및 기계적 강도 평가를 위해 인장시험기로 용접부의 인

장강도를 측정한다. 연료봉 구조 특성상 피복관에 지지대를 끼워서 인장 검사해야 한다.

㉦ 용접부 밀봉파열강도 검사 장치

연료봉 봉단용접부 후열처리 건전성 및 기계적 강도 평가를 위해 밀봉파열시험기로 용접부

의 파열강도를 측정한다. 연료봉 구조 특성상 피복관에 밀봉 가압치구를 부착하여 파괴가 발

생할 때 까지 공기를 가압하여 용접부 건전성을 검사한다.

㉧ 품질관리

봉단용접 품질관리를 위해 육안검사, 치수/무게검사, X-선검사, 조직검사, He-누출검사, 미

세경도 측정검사, 인장시험, 밀봉파열시험이 수행되며, 이들 품질검사에서 요구하는 품질요건

을 만족하고 품질기준에 합격되어야 한다. 이들 검사는 용접 생산 작업이전에 용접자격화 시

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 안전조치 및 배치안

금속연료봉 용접공정에서 수행되는 안전조치는 핵물질계량으로 연료봉 개수와 무게를 측정

하고, 연료봉별 제조 이력을 관리한다. TFMF 제조시설 내 금속연료봉 용접공정을 위해 현재

까지 수립된 용접공정 및 검사장치의 배치안을 그림 3-6-104에 나타내었다. 상술한 바와 같

이 금속연료봉 용접 공정장치는 크게 구분하면 연료봉 상부용접기(W01), 외관검사장치(W02), 

He-누출검사기(W03), 용접연료봉 보관공간(W04), 제염검사/제염장치(W05, W06), 연료심/추

적자 장전장치(W07), 후열처리장치(D01), 연료봉 X-선 검사장치(D05)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현재의 개념설계안을 기초로 하여 상세 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며 원격 작업의 생산성 및 효율

성을 고려하여 완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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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04. 금속연료봉 용접공정 배치안

㉩ 임시저장 및 불출(출하)

TFMF 차폐시설 내 저장고는 용접부품 대기 공간과 불량품/폐기물 적재공간, 열처리 연료봉 

보관공간이 필요하다. 용접부품인 반연료봉과 상부봉단마개를 임시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용

접불량 또는 폐기물 발생 시 이를 모아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 공정으로, 재활용이 불

가능한 것은 폐기물 처리공정으로 이송하기 위해 대기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용접이 

완료된 상태에서 후열처리를 하기 위해 대기할 수 있는 보관공간으로 구성된다. 열처리 연료

봉 보관소는 핵임계 평가를 통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미임계를 만족하여야한다. 금속연료

봉 용접공정 임시저장의 위치는 그림 3-6-104에 기술되어 있다.

(5) 와이어래핑 공정

와이어래핑 공정은 연료봉 표면에 일정한 선재 두께로 그리고 일정한 피치로 감아 spacer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재 및 연료봉은 진직도 및 표면상태가 좋아 작업 후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때, 틈이 발생하거나 혹은 표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일

정한 두께의 spacer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선재와 연료봉은 작업 전, 후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 시 주의해야 한다. 연료봉은 보관에 유의하여 굽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원격으로 진

행되는 핫셀 내에서 래핑의 전공정은 선재와 연료봉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모

든 장치는 원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장치의 고장, 혹은 이상 현상 발생 시 현 위치

에서의 수리, 또는 해당 부위를 탈착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① 와이어래핑 부품 이송

와이어래핑 공정을 위하여 소듐 용해/접합공정을 마친 연료봉을 이송하여 온다. 와이어래핑 

공정을 위해 입고되는 부품으로는 와이어가 있다. 사용되는 선재는 핫셀 내부로 이송 전 급격

한 변형의 유, 무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선재의 단면은 원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롤에 감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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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의 끝단에서 마이크로미터로 직경을 측정하여 선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확인이 완료

된 와이어는 핫셀 내로 이송한다. 연료봉은 진직도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와이어래핑 장치에 

장착한다. 연료봉은 상/하단에 있는 척을 사용하여 수직으로 고정하며 이때 연료봉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한다. 

② 와이어래핑

선재는 상부 마개 구멍에서부터 하부 마개 구멍에 넣을 수 있는 길이보다 1.5배 이상의 길

이로 절단한다. 선재의 상부 끝단에서 10mm 이상을 남기고 90° 각도로 각각 구부린 후 한

쪽 끝단은 연료봉의 상부 마개 구멍에 끼우고 다른 한쪽은 장력을 유지하는 tension motor

에 연결한다. 와이어래핑은 상부에서 시작하여 하부에서 마무리한다. 와이어래핑하는 동안 선

재에는 일정한 장력이 유지되도록 하고, 선재는 연료봉에 대하여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와

이어래핑을 수행한다. 래핑 피치는 정해진 간격을 유지하도록 회전속도와 장치 이송부의 속도

를 조정한다. 래핑이 마무리되면 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장치의 grip 을 사용하여 선재를 고

정하고, 선재 길이가 하부 마개구멍과 일치하도록 90° 꺾음 및 절단 작업을 수행한다. 래핑 

작업 중 특이사항에 의하여 변형된 선재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③ 용융방울 형성

봉단 마개 구멍 밖으로 나온 선재의 끝단 길이를 절단한다. 이때, 선재 끝단의 길이를 조절

하여 용융방울의 크기를 조절하여 준다. 그 후, 아크용접 토치를 이동시켜 상부마개와 하부마

개의 양단 구멍에 끼워져 있는 선재의 끝단을 점용접하여 용융방울을 형성시킨다. 이때, 용접 

토치 텅스텐봉 축은 선재의 끝단과 일직선이 되도록 위치시킨다. 와이이어래핑이 완료된 연료

봉은 장치로부터 탈착하여 보관하되, 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품질검사를 수행한다.

④ 공정장치

금속연료봉 와이어래핑 공정에 적용될 공정장치는 와이어래핑장치, 와이어래핑 검사 및 제

거장치로 구성된다. 

㉠ 와이어래핑장치

와이어래핑장치는 크게 연료봉 고정부, 장치 이송부, 용접부로 나뉜다. 연료봉 고정부는 연

료봉을 수직으로 고정하고 와이어 래핑을 실행하는 부분으로 연료봉을 수직으로 작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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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충분한 천장고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료봉을 회전하며 래핑을 실시 

할 수 있어야 하며, 장력,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장치 이송부는 와이어래핑을 실

행하기 위한 와이어 위치를 변경해주기 위한 장치로 연료봉 상부 마개에서 하부 마개까지 위

치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치 조절을 위한 이동속도의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용

접부는 아크용접 텅스텐봉이 위치한 부위로 한 개의 텅스텐봉을 사용할 경우 상/하부로 이동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두 개의 텅스텐 봉을 사용할 경우 상/하부에 각각 위치하여야 

한다. 텅스텐봉은 고온에서 견디며, 미세한 위치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와이어래핑 검사 및 제거장치

와이어래핑 검사 및 제거장치는 크게 와이어래핑 검사부 및 와이어 제거부로 나뉜다. 와이

어래핑 검사부는 와이어래핑의 검사를 위한 장치이고, 이상유무 확인 후 품질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 확인 시 즉시 선재를 제거하고 품질관리 사항을 확인한 후 와이어래핑 공정장치

로 이송한다. 이때, 선재의 제거는 마개 구멍이 변형되지 않으며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와

이어래핑 육안검사 및 치수검사를 위해 카메라렌즈 등으로 핫셀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광학현

미경이 요구되며, 마이크로메타, 버니어켈리퍼스와 같은 역할이 가능한 정밀 치수 측정장치가 

요구된다. 광학현미경을 활용한 육안검사로 와이어래핑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치수 측정장치로 

와이어래핑 피치측정, 와이어선재와 연료봉간의 틈새 간극 측정, 용융방울 크기 등을 검사한

다. 이때, 품질검사를 합격하지 못한 연료봉은 즉시 선재를 제거하고 품질관리사항을 확인 후 

새로운 선재로 와이어래핑 공정을 재실시 한다.

㉢ 연료봉 최종검사 장치 및 품질관리

와이어래핑 공정은 연료봉 제조공정의 마지막 공정으로 집합체 조립공정 전 제작된 연료봉

의 품질관리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핫셀 내부 작업진행의 확인이 가능한 광학현

미경, 버니어캘리퍼스, 전자저울과 같은 정밀 치수 측정장치가 요구된다. 제조된 연료봉은 최

종적으로 카메라 등을 활용한 육안검사를 통해 이상유무 확인하고 길이측정, 무게 검사를 실

행한다. 와이어래핑공정 및 연료봉 최종 품질관리를 위하여 육안검사, 피치 측정, 와이어선재

와 연료봉간 틈새간극 측정, 용융방울 크기 측정, 연료봉 치수/무게 검사가 수행되며, 이들 품

질검사에서 요구하는 품질요건을 만족하고 품질기준에 합격되어야 한다.

㉣ 안전조치 및 배치안

금속연료봉 와이어래핑공정에서 수행되는 안전조치는 핵물질계량으로 연료봉 개수와 무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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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고, 연료봉별 제조 이력을 관리한다. TFMF 제조시설 내 금속연료봉 와이어래핑공정을 

위해 수립된 제조/검사 장치의 배치안을 그림 3-6-105에 나타내었다. 기술한 바와 같이 와이

어래핑 공정장치는 크게 와이어래핑장치(P02), 와이어래핑 검사 및 제거장치(P04), 연료봉 최

종 검사장치(P05)로 구성되어 있다. 부대설비로 소듐 접합 연료봉 보관소(P01), 와이어 보관고

(P03), 제작연료봉 보관소(P06)가 있다. 향후 현재의 개념설계안을 기초로 하여 상세 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며 작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완성되어야 한다.

그림 3-6-105. TFMF 시설 와이어래핑 공정 배치안

㉤ 임시저장 및 불출(출하)

TFMF 제조시설 내 저장고는 소듐접합 연료봉 보관소, 와이어 보관고와 제작연료봉 보관소

가 필요하다. 소듐접합 연료봉 보관소와 제작연료봉 보관소는 각각 핵임계 평가를 통해 안전

성 평가를 수행하고 미임계를 만족하여야 한다. 와이어래핑의 불량 발생 시 즉시 재작업이 이

루어지되 선재는 폐기물로 처리하게 되며 이를 위한 장치 옆 임시 와이어 폐기물 저장장소가 

필요하다. 그림 3-6-105에 임시 저장 장소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

(6) 금속연료집합체 조립공정

TFMF 핵연료 제조시설의 금속연료집합체 조립공정에서는 전 단계 공정에서 연료심, 소듐접

합, 봉단마개 용접 및 와이어 래핑으로 제작 및 검사가 완료된 핵연료봉과 취급소켓, 상부반사

체 및 덕트가 조립된 상부 부분 집합체 구조부품, 그리고 핀으로 고정된 노즈피스, 하부 반사

체가 조립된 하부 부분집합체를 집합체 조립장치 옆 부품 보관함에 적재한 상태이며 완성된 

핵연료봉은 집합체 제작장치 옆 적재함에 수직으로 세워진 상태에서 집합체 조립을 수행한다.

① 부분집합체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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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MF 핵연료집합체 조립공정 에어셀으로 입고되는 부품은 크게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는 

핵연료봉 번들, 취급소켓, 상부 반사체 및 덕트로 구성된 상부 부분집합체, 노즈피스, 마운팅 

레일과 하부 반사체가 핀으로 체결된 하부 부분집합체이다. 핵연료봉 번들은 전 공정에서 조

립, 접합, 용접 및 와이어 래핑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수직으로 적재함에 보관된다. 핵연료집합

체 내부의 배열을 고려하여 수직으로 보관된 핵연료봉은 마운팅 레일로 한 개씩 이송할 수 있

는 장치 앞에 대기한다. 상부 부분집합체는 에어셀내 보관함에 수직으로 세워서 작업을 대기

한다. 하부 부분집합체 또한 보관함에 수직으로 보관하고 이를 집합체 제작장치로 이송할 수 

있는 치구를 이용하여 제작장치 내로 이송된다. 이상의 집합체 제작용 부품은 에어셀로 입고

전에 품질검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② 하부 부분집합체 설치 및 핵연료봉 조립

집합체 부품 보관함에 보관된 하부 부분집합체를 집합체 제작장치로 이송한다. 집합체 제작

장치 하단에 노즈피스를 고정시키고 마운팅 레일이 설치된 하부 반사체의 상부 끝단은 핵연료

봉의 아래쪽 봉단마개와 높이를 일치시켜 핵연료봉 장입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다. 핵연료봉의 

장입은 순서에 따라 외곽 영역으로 한 개씩 설치하므로 핵연료봉 설치 치구는 마운팅 레일의 

횡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핵연료봉 하단 봉단마개에 형성되어 있는 원형 홈을 핵연료봉 조립치구에 삽입하여 수직상

태의 핵연료봉을 이송시켜 마운팅 레일에 한 개씩 삽입한다. 최외각 마운팅 레일에 9개의 핵

연료봉을 삽입한 후 핵연료봉 조립치구를 다음 마운팅 레일로 위치시키고 순차적으로 전체 핵

연료봉을 삽입하여 핵연료봉 조립공정을 완료한다. 이때 집합체 제작장치는 핵연료봉의 전도

을 방지할 수 있는 치구를 가지고 있어 최종적으로 전체 핵연료봉이 조립되면 이를 지지하여 

축방향 기준으로 핵연료봉의 기울어짐을 방지할 수 있다.

③ 상부 부분집합체 조립

핵연료봉 조립이 완료되면 부품 보관함에 거치된 상부 부분집합체를 이송시켜 연료봉 상부

에 위치시킨다. 덕트 하단부와 핵연료봉 번들 사이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서히 아래로 

내려 상부 부분집합체와 노즈피스를 접촉시켜 용접 전 핵연료집합체의 조립을 완료한다. 상부 

부분집합체를 아래로 내려 조립할 때 핵연료봉을 지지하는 치구를 적절히 제거하고 덕트의 흔

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이드 상태를 확인한다.

④ 덕트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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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 조립이 완료되면 덕트 하부와 노즈피스간 용접을 원격으로 수행하며 이와 동시에 열

처리를 수행한다. 덕트 6면에 수행된 용접에서 표면 잔류응력 및 석출상 조절을 위해 후열처

리는 TRU와 접합된 소듐의 용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수행되며 충분한 냉각시간을 가

져야 한다. 열처리 후 표면검사를 수행하여 전체 둘레가 모두 용접이 되었는지를 육안 혹은 

감시 카메라로 검사하고 완료되면 집합체 검사장치로 이송한다.

⑤ 집합체 검사 및 출하

제작이 완료된 핵연료집합체는 집합체 검사장치로 이송되어 집합체 치수검사 및 X-ray 검

사를 수행한다. 이는 용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합체의 미세한 뒤틀림, 용접부 불량을 반

드시 검사해야하기 때문이다. 치수검사에서 덕트의 비틀림이 발생할 경우 구조적으로 수정이 

가능할 경우 검사장치에서 일부 수행할 수 있으나 오차가 클 경우 불량으로 처리한다. 합격된 

핵연료집합체는 외관 검사를 수행한 뒤 집합체 보관함으로 이송하여 출하를 대기한다.

⑥ 공정장치

TFMF 핵연료 제조시설에서 핵연료집합체 조립공정에 적용될 공정장치는 조립공정을 수직으

로 가정할 때, 장치의 구성은 핵연료봉 이송장치, 덕트 용접 및 후열처리 장치, 집합체 조립장

치로 나눌 수 있다.

㉠ 핵연료봉 이송장치

핵연료봉 이송장치는 이전 공정에서 제작이 완료되어 보관되어 있는 핵연료봉을 마운팅 레

일에 삽입하기 위한 장치로 핵연료봉 하부 봉단마개에 형성되어 있는 홈을 레일에 설치된 치

구에 삽입하고 이를 이송시켜 마운팅 레일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설계에서 약 

2.2m길이의 핵연료봉을 수직상태에서 이송하기 위해서는 상부 봉단마개와 체결된 치구와 동

일하게 이송되어야 한다.

㉡ 덕트 용접 및 후열처리 장치

덕트 용접 및 후열처리 장치는 조립이 완료된 핵연료집합체의 덕트 하부와 노즈피스의 둘레

용접을 수행하는 장치와 용접 후 후열처리 장치로 구성된다. 현재까지 고려되고 있는 용접방

법은 레이저 용접이며 이는 덕트에서 발생하는 용접 열영향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

기 때문이다. 또한 후열처리 방법은 용접부와 떨어진 핵연료봉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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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집합체 조립 장치

집합체 조립 장치는 노즈피스 및 상부 반사체로 구성된 하부 부분집합체, 핵연료봉 번들 조

립 및 상부 부분집합체를 조립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를 가진다. 장치 아래의 노즈피스 고정

부는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외경 측정이 가능하도록 센서가 부착된다. 핵연료봉을 마운

팅 레일에 장입하는 과정에서 핵연료봉 조립치구와 마운팅 레일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구

조를 가지며 용접 및 열처리 장치와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를 가진다. 상부 부분집합체

의 이송 및 조립 과정에서 핵연료봉 번들 지지대가 테이블에 부착되어 있어 조립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덕트와 연료봉 와이어간의 간섭을 방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 집합체 검사장치 및 품질관리

집합체 검사 장치는 수직으로 조립이 완료된 핵연료집합체를 내부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집

합체 검사 장치에 설치한다. 집합체 축방향에 대해 진직도 검사를 수행하여 일정한 공차 이내

로 만족함을 확인한다. 만약 조립 및 용접과정에서 오차 이상의 값이 측정되면 장치내 수정이 

가능할 경우 이를 수정한다. 집합체 덕트 용접부에 대해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여 용접부의 건

전성을 확인한다. 치수검사와 용접 비파괴 검사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불량이 발생할 경우 집

합체 해체를 진행하여 재조립 단계로 이송한다. 검사가 완료된 핵연료집합체는 외관에 대한 

이물질 제거 및 필요시 세척을 수행하여 집합체 보관함으로 이송, 출하 전 보관을 수행한다. 

조립이 완료된 핵연료집합체는 전수검사를 수행하고 기록을 남긴다. 특히 집합체마다 고유번

호를 부여하여 축방향 전체 치수, 주요 위치별 단면길이, 로드패드 두께, 용접부 폭, 진직도 

오차 등 필요한 정보를 보관한다. 품질관리에 대한 정책은 핵연료 제조시설의 규정을 따른다.

㉤ 계량관리 및 배치안

핵연료집합체 조립공정에서 수행되는 안전조치는 핵물질계량(NMA), 격납감시(C/S), 환경시료

채취(ES)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안전조치시스템은 핵물질계량을 기본 수단

으로 진행되나 집합체 조립공정에서는 기 수행된 핵물질을 사용하므로 집합체 이송 시 발생하

는 전도, 낙하 등에 대한 방지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또한 제작 완료된 핵연료집합체 보관함에 

대한 격납 감시(C/S)를 위한 시스템이 구성된다. TFMF 제조시설 내 핵연료집합체 조립공정에

서 현재까지 도출된 공정기기 배치안을 그림 3-6-106에 나타내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집합체 

조립 공정장치는 크게 집합체 조립 및 용접장치와 검사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성된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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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 보관함이 지하에 위치해 있다. 현재의 개념설계안에서 집합체 조립장치(A01)와 집합체 

검사장치(A02)가 위치해 있으나 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향후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3-6-106. 핵연료집합체 조립공정 배치안

㉥ 임시저장 및 불출(출하)

TFMF 제조시설 내 저장고는 운반 및 하차가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내부 환경을 불활

성 가스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핵연료집합체 임시저장고는 임계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핵연료집합체 이송은 천고에 위치한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하 터널로 이송되며 

이때 내외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다. 핵연료집합체 임시저장의 위치는 그림 

3-6-106에서 A03로 표기할 수 있다.

(7) 금속연료 재활용 제조공정

금속연료 재활용 제조공정은 (1) 금속연료(U-TRU-Zr)심 스크랩 재활용 처리, (2) 불합격 

금속연료봉 스크랩 재활용 처리, (3) 금속연료심 제조 후 용해주조부품의 핵폐기물 분리 처리

로 구분된다. 금속연료(U-TRU-Zr)심 스크랩은 표면불순물을 제거한 후 재활용 처리하고 금속

연료심 공정으로 이동시켜 금속연료심 원격제조로 재활용된다. 불합격 금속연료봉은 해체하여 

분리한 후 봉단마개, 피복관 및 소듐은 폐기물로 처리하고, 장전된 금속연료심은 소듐접합공정

으로 이동시켜 금속연료봉 원격제조에 재활용한다. 금속연료심 제조 후 용해주조부품에 부착 

또는 흡착되어 있는 핵폐기물은 고온산화처리장치 등의 장치를 적용하여 처리한다.     

① 공정 개요

재활용 금속연료 제조공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작업절차에 따라 공정이 수행된다.

㉠ 금속연료(U-TRU-Zr)심 스크랩 재활용 원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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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금속연료심을 제조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원료는 연료심을 제조하고 남은 잔탕이

다. 먼저 확보된 잔탕은 표면을 철 수세미, 사포 등으로 표면을 제거 후 Band saw를 이용해

서 흑연도가니에 장입하기 용이하게 절단한다. 절단 후 표면 잔류 윤활유를 제거하기 위해 원

료를 아세톤에 담구어 초음파 세척을 수행하여 세척한다. 세척된 원료는 산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Vacuum desiccator에 보관을 한다.  

잔탕에는 많은 산화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질산용액

에 용해하여 기타 산화물들을 제거하면 우라늄 회수가 가능하다. 여기서 산세척은 Bubbling

이 가능한 Bubbling clean equipment를 사용하며 이 경우 잔탕이 완전히 잠길 수 있도록 

질산용액을 희석시켜 제조한다. 그 후 잔탕을 희석된 질산용액에 넣어 Bubbling을 통해 적정

시간 동안 산세척을 수행하고 증류수를 통해 세척을 해준 후 건조시켜 잔탕의 수분을 제거하

는 방법으로 금속연료심 주조공정에서 재활용하여 사용한다. 

㉡ 불합격 금속연료봉 스크랩 재활용 원격처리  

불합격 금속연료봉의 봉단마개를 절단하고, 금속연료봉내 접합되어 있는 소듐을 제 1차 가

열(150℃) 및 제 2차 가열(800℃)을 통해 소듐을 용해시켜서 99% 이상 제거시킨다. 금속연료

심에 부착된 소듐은 화학적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제거, 세척, 계량하여 금속연료심을 재활용

하기 위해 금속연료봉 제조 소듐접합공정으로 이동한다. 절단된 HT-9 피복관과 액체 소듐은 

금속연료봉 부품폐기물 중간저장고에서 보관한다.   

㉢ 금속연료심 제조후 용해주조부품의 핵폐기물 분리 처리  

TFMF에서 분리처리를 할 경우 금속연료심 사출주조 후 흑연 용해도가니와 석영관 주조주

형은 방사성 폐기물로 남게 된다. 이때 용해도가니에는 U-TRU-Zr 용탕이 부착 또는 반응되

어 흡착되어 있는데, 적절한 산소분위기에서 도가니에 부착된 우라늄 핵물질을 산화시켜서 분

말화하며 사용후 도가니로부터 분리, 처리한다. 또한 주조와 석영관 주형에는 U-TRU-Zr 용

탕 부착 또는 반응되어 흡착되어 있는데, 적절한 산소분위기에서 주형에 부착된 우라늄 핵물

질을 산화시켜서 분말화하며 제거, 분리하여 처리한다. 향후 KAPF와 통합 처리방식이 수행될 

경우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② 공정장치

재활용 금속연료 제조공정에 적용될 공정장치는 금속연료심 스크랩 표면불순물 제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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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연료봉 스크랩 재활용설비 및 용해주조부품의 핵폐기물 분리 처리설비 이다.

㉠ 금속연료심 스크랩 표면불순물 원격제거 설비

산세척장치는 크게 질산용액 산세척을 위한 수조와 증류수 세척을 위한 2개의 수조로 나눈

다. 소형 크레인을 통해 상하좌우 이동하여 산세척 및 세척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크레인은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수조에 이동하여 Bubbling을 하기 위해 용액이 장입하기 

좋고 원료가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 크기의 구멍이 있는 Basket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부는 질

산용액을 이용하므로 PVC plate로 제조가 되어야 한다. 폐액을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부

에 밸브를 통해 폐액을 배수할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세척 시 Bubbling을 하므로 Bubbling

의 강도를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질산용액 산세척 시 연기 및 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공조기를 통해 연기 및 가스가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금속연료봉 스크랩 재활용 원격처리 설비

폐금속연료봉은 먼저 봉단마개 절단장치를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절단하고, 소듐용해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연료봉내 접합되어 있는 소듐을 제 1차 저온 가열 및 제 2차 고온 가열하여 소

듐을 용해시켜서 제거시킨다. 금속연료심에 부착된 소듐은 소듐세척장치 및 금속연료심 계량

장치를 사용하여 세척, 계량한다. 

㉢ 용해주조부품의 핵폐기물 분리처리 설비

사출주조 후 흑연 용해도가니와 석영관 주조주형은 분위기 조절이 가능한 핵폐기물 고온산

화처리장치를 사용하여 400℃~600℃에서 산화시켜서 부착 또는 흡착되어 있는 핵물질을 분말

화하여 분리하여 처리한다.     

㉣ 검사장치 및 품질관리

금속연료 시험검사계획서(ITP)에 따라 다음의 품질검사항목에 대해 품질검사장치를 이용하

여 검사를 수행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각 품질검사 결과가 표 3-6-24에 제시된 재활용 금속

연료 검사 품질표준에 만족하면 합격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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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4. 재활용 금속연료심 원료 검사 품질 표준.

검사항목 검사빈도 품질표준 검사방법

불순물 함량 1개/배치
총량 < 5,000 ppm

화학분석
C+N+O+Si < 2,000 ppm  

라. 계량관리 및 배치안

재활용 금속연료 제조공정에서 수행되는 안전조치는 핵물질계량으로 금속연료 스크랩 및 공

정 폐기물 무게를 측정하고, 각각 제조이력을 관리한다. TFMF 제조시설 내 재활용 금속연료 

제조공정을 위해 수립된 제조/검사 장치의 배치안을 그림 3-6-107에 나타내었다. 기술한 바

와 같이 재활용 공정장치는 크게 금속연료심 스크랩 절단설비(S01∼S03), 금속연료심 스크랩 

표면불순물 제거설비(S04), 금속연료봉 스크랩 재활용설비 (S05∼S07) 및 사용후 용해주조부

품 처리설비(S08∼S09)로 구성되어 있다. 부대 설비로 금속연료심 스크랩 중간저장고, 재활용 

금속연료심 원료 중간저장고, 사용후 용해주조부품 중간저장고, 용해주조부품 폐기물 중간저장

고, 금속연료봉 불합격품 중간저장고, 재활용 금속연료봉 중간저장고, 그리고 금속연료봉 폐기

물 저장고가 있다. 향후 현재의 개념설계안을 기초로 하여 상세 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며 작업

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완성되어야 한다.

바. 임시저장 및 불출(출하)

TFMF 제조시설 내 저장고는 금속연료심 스크랩 저장고, 재활용 금속연료심 원료 저장고, 

용해주조부품 저장고, 용해주조부품 폐기물 저장고, 금속연료봉 불합격품 저장고, 재활용 금속

연료봉 저장고, 그리고 금속연료봉 폐기물 저장고가 필요하다. 금속연료심 스크랩 저장고, 재

활용 금속연료심 원료 저장고, 금속연료봉 불합격품 저장고, 그리고 재활용 금속연료봉 저장고

는 각각 핵임계 평가를 통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미임계를 만족하여야 한다. 그림 

3-6-107에 임시 저장장소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

그림 3-6-107. TFMF 시설 금속연료 재활용 공정 배치안



- 314 -

제7절 재순환 금속연료 희토류 영향 평가  

1.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 특성 평가 

2028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PGSFR은 초기노심용으로 U Zr 금속연료를 사용한 후,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위한 파이로 공정기술과 연계하여 TRU 금속연료로 점진적으로 교체

할 계획이다. 국내 TRU 핵연료 개발은 SFR 사업단의 U-Zr 금속연료 기술 개발의 연장선상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U-Zr 금속연료 조사시험, 노외 성능 시험 및 성능코드를 기반으로 

하여 PGSFR TRU 핵연료 인허가에 필요한 성능 평가 기술을 중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한 소듐냉각고속로 및 파이로 공정개발 일정과 직접 연계하여 재순환 금속연료 기술개발을 추

진하여, 2030년 LTR 장전 인허가를 위한 성능 평가 기술을 구축할 계획이다. 

U-Zr 및 U-Pu-Zr  금속연료는 미국 EBR-II 및 FFTF 조사 시험을 통하여 성능 및 타당성

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파이로 연계 TRU 핵연료는 U-Pu-Zr 이외에 MA(마이너악티나이드) 

및 RE (희토류)가 포함되므로 추가적인 기술개발 및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U-Pu-Zr, U-Pu-MA-RE-Zr), 일본(U-Pu-MA-RE-Zr) 조사시험 결과 MA 및 RE의 이상 거

동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RE에 의한 연료심/피복관 화학적 상호작용(FCCI)이 가장 주요 

현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속연료 주요 현안 중의 하나인 금속연료심/피복재 상호

반응 평가를 위하여, 금속연료 내 희토류 영향을 예비 평가하였다.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 특성 평가를 위하여,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 제조성, TRU 금속연료 

물성 및 국외 TRU 금속연료 조사시험 결과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희토류/피복재 상호반응 

노외 시험, 하나로 조사시험 자료 및 EBR-II X447 자료를 평가하였다. EBR-II X447에서 도

출된 온도-시간 종속 희토류 침투율 모델 및 노내외 성능 시험 자료를 근간으로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의 연소도에 따른 희토류 침투율을 예비 평가하였다.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 제조성 

평가 결과, 제조시 금속연료심 내 RE가 석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Ce, Nd, Pr, La 등

의 RE는 금속연료에 고용되지 않고 석출된다. U-10Zr 연료심에서 층상조직(lamellar 

structure)에 UZr2 석출상이 미세 분산되지만, U-10Zr-5Ce 또는 U-10Zr-5RE (RE: Nd 

53wt.%, Ce 25wt.%, Pr 16wt.%, La 6wt.%) 연료심에서는 RE가 고용되지 않고 분산된다. 

이에 따라, RE 원소함량 증가시 제조성을 평가하면, 석출 특성으로 균일한 연료심 제조가 곤

란하다. 즉 산화성이 높아 용탕 반응에 의한 연료손실이 증가하며, 잔존 응고물 제거가 곤란하

고 연료심 취성이 증가한다. 즉 METAPHIX 프로그램의 결과에서도 RE 함량 5 wt.% 초과시, 

RE 석출물 불균일 분포가 관찰되었다 (그림 3-7-1). METAPHIX 프로그램 수행시 희토류 함

유 TRU 금속연료 물성을 평가한 결과, 5wt% RE 함량 이하에서는 물성에 큰 영향 없는 것으

로 평가되며, U-Pu-Zr과 상태도 및 기타 물성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3-7-2,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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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 METAPHIX 프로그램의 희토류 제조성 영향 

(39U-22Pu-12Zr-15Np-10Am-0.6Ce-1.8Nd) [87]

그림 3-7-2. 희토류 함유 TRU 금속연료 상변태 평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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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 희토류 함유 TRU 금속연료 열전도도 평가 [87]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 노내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외 TRU 금속연료 조사시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미국 INL AFC-2 금속연료 조사 시험 평가 결과, 희토류 함유(1~1.5%) 금속연료 

조사시험에서 금속연료 손상이 발생하였다. 비록 금속연료심/피복관 화학적 상호반응(FCCI)에 

의하여 파손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희토류는 피복관과 화학적 반응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3-7-4, 그림 3-7-5). 일본 METAPHIX 금속연료 조사 시험 평가 결과, 

CRIEPI의 METAPHIX 금속연료 조사시험에서 핵연료 파손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

료심/피복관 화학적 상호작용이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어, 노내거동을 상세평가중이다 

(그림 3-7-6, 그림 3-7-7). 

그림 3-7-4. AFC-2A Rodlet 5 [94] 

(U-30Pu-5Am-3Np-1.0Re-20Zr)

 
그림 3-7-5. AFC-2B Rodlet 5 [94]

(U-30Pu-5Am-3Np-1.0Re-20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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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 METAPHIX [87] 

(U-Pu-Zr-5MA-5RE) 

(연소도 : 2.5 at%)

  그림 3-7-7.  METAPHIX [87] 

(U-Pu-Zr-5MA-5RE) 

(연소도 : 7 at%)

 

금속 핵연료는 금속연료심과 피복관의 성분원소들이 상호 확산하여 공융을 일으키는 약점이 

있으며, 재순환 TRU 핵연료 중 특히 RE는 피복관과 상호 반응하여 FCCI를 가속화하기 때문

에, RE 원소가 FCCI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연구가 필요하다. 파이로 연계 재순

환 TRU 연료에서는 RE가 연료봉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요 현안이므로, 본 연구

에서는 RE 영향 평가를 위하여 희토류/피복재 노외 상호반응 시험이 수행되었다. 즉 노외 상

호반응 시험에서는 Mischmetal (70Ce-30La), 다원계 및 2원계 RE 합금을 이용한 시험이 

중점적으로 수행되었다. 

Mischmetal (70Ce-30La)과 Gr.92 (9Cr-2WNbV) 피복재를 이용한 확산쌍 시험결과,  Fe 

및 Ce의 상호반응 및 공융에 의하여 금속간화합물 반응층 형성이 분석되었고, Nd와 Gr.92 

피복재와의 확산쌍 시험에서도 Fe와 Nd간 상호반응에 의하여 금속간화합물 반응층이 형성되

었다. 시간에 따른 RE 금속과 피복재와의 상호반응 및 공융층 두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간

에 따라 RE 금속과 피복재가 반응하여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하는 현상이 뚜렷이 발행하였다 

(그림 3-7-8).  

핵분열 생성물을 모사한 Nd-Ce-Pr-La 및 Nd-Ce-Pr-La-Sm과 같은 다원계 합금을 제조

하여 Fe-12Cr 피복재와의 확산쌍 시험을 수행하였다. 다원계 란탄족 원소와 HT9 피복재와의 

시험결과, 시험 온도에 관계없이 시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반응층의 두께가 증가하는 거동을 

보였으며,  Nd 단원소의 상호반응 거동에 비하여 높은 반응층을 보였다. 즉 합금계가 증가할

수록 시험결과가 비선형 관계식에서 벗어나는 거동을 보였다. 다원계 RE 합금과 HT9 피복재

와 상호반응 시험한 결과, 상호반응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소가 Nd 및 Ce로 밝혀

졌다. 그러나 합금계가 증가할수록 시험결과가 비선형 관계식에서 벗어나는 거동을 보였으며 

시간에 따른 반응층 성장 거동도 단원소와 비교하여 산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3-7-9).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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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재 상호반응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두 원소인 Ce와 Nd 영향을 정량화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진공 아크용해를 이용하여 Nd-Ce 2원계 모델합금 (100Ce, 80Ce-20Nd, 

60Ce-40Nd, 40Ce-60Nd, 20Ce-80Nd, 100Nd)을 제조하였다. 

제작한 2원계 RE 모델합금을 이용하여  HT9 피복재와 580 및 660 ℃에서 상호반응 시험

을 수행하였다. 상호반응 시험 결과, 660℃ 시험의 경우, 상호반응층 두께가 특정 합금 조성

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으며 Nd가 60% 첨가된 합금의 경우, 상호반응층이 예측된 

결과에서 최대 5배 이상 증가하는 상승작용(synergism)을 보임이 관찰되었다 (그림 3-7-10, 

그림 3-7-11). 시간에 따른 반응층의 성장 거동은 비선형 관계식의 거동을 보였으며 속도지수

는 합금조성과 관계없이 3.2~4.3의 삼차 속도식 (cubic rate law)을 보였다. 이렇게 특정 RE 

조성에서 상호반응 기구가 상승하는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RE-피복재의 상호반응에 대한 열역학적 분석과 함께 실험을 통한 현상학적 접근을 수행할 필

요가 있다.   

연소도에 따라 금속연료심 외면에 집적되는 RE 원소층을 모사하기 위하여 U-10Zr 금속연

료와 HT9 피복재 계면에 RE 합금층을 조성과 두께를 달리하여 삽입한 후, 확산쌍 시험을 수

행하였다. 740 ℃에서 25 시간 확산쌍 시험한 시험시편의 반응층 두께 평가 결과, RE 층이 

포함되지 않은 조건의 경우, 약 202 ㎛의 반응층이 형성되었으며 U-Zr/HT9 상호반응에 미치

는 Ce 및 Nd 층 영향 연구 결과, 단원소 RE 및 반응층 두께가 FCCI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로서는 찾기 어려웠다. 반면, 60Ce-40Nd 합금과 파이로 모사 Sm 함유 5원계 RE 합금의 경

우, 각각 507 ㎛과 375 ㎛ 두께의 반응층이 형성되어 U-Zr / HT9 시험 결과보다 높은 값을 

얻었다. 이는 종전에 평가한 2원계 RE 합금 시험과 유사한 결과로 특정 조성에서 RE 합금에 

따른 상호반응 기구의 상승(Synergism)작용이 관찰되었다 (그림 3-7-12). 또한 상기와 같은 

화학 반응을 차단 혹은 감소시키기 위해서 금속 핵연료와 피복관 사이에 배리어(Barrier)를 배

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연구되고 있다. 배리어 피복관 기술은 피복관 내면에 기능성 물질을 

코팅 혹은 장진하여 FCCI를 방지하는 개념으로 금속연료의 열적 제한치를 향상시킬 수 있어

서 고속로의 열효율 향상에 따른 경제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고속로의 안전기준치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상호반응을 방지하는 barrier 개념을 예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물질의 barrier 성능시

험을 수행하였었다. 20㎛ 두께의 상용 Zr, Nb, Cr, Ti, Mo, Nb 및 Ta 금속 foil을 이용하여 

800℃ 25시간 상호반응 시험 결과, Cr과 V 박막은 초기의 두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Zr 박

막은 U-Zr 핵연료에 고용되어 사라지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Nb, Ti, Mo, Ta 등은 U-Zr 핵

연료와 상호반응하여 초기 두께를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U-Zr 연료와 상호반응 층을 형성하였

다. 특히 Nb 와 Ti 층의 EDX 조성분석 결과, U 원소가 확산 침투한 것을 측정할 수 있어 

배리어로서의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호반응 시험 결과, Cr과 V는 금속연료와 피복재와의 공융 및 상호반응을 방지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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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연료심 성분과 반응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최적 배리어 후보물질로 Cr과 

V을 선정하였다. 금속 foil을 이용한 연구 외에 진공증착법을 이용하여 Zr과 V, Ti를 각각 6

㎛, 1.3㎛, 1.3㎛의 두께로 증착한 후 U-10Zr 핵연료와 800℃, 25시간 동안 상호반응 시험

을 수행하였다. Zr, V 및 Ti의 경우, 금속연료와 피복재간에 상호반응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

으며 특히 V은 확산 방지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사코팅된 Cr 및 Cr2O3도 우

수한 상호반응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어, 특허권이 확보된 실용적인 barrier 개

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재순환 TRU 핵연료에 포함되는 RE에 대한 배리어 피복재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RE 

금속과 배리어 피복재 간의 상호반응 시험을 수행하였다. 배리어 물질로 Zr, V 금속 박편

(foil)과 크롬도금을 이용하였다. 금속 박편의 경우, 20㎛의 두께의 박편을 RE 금속과 피복재 

사이에 위치시켰다. 크롬 도금의 경우 20㎛ 두께로 무균열 도금(Crack free plating) 후 상호

반응 시험에 사용하였다. 

금속 박편을 이용한 배리어의 경우, 모든 조건에서 RE-피복재 상호반응 및 공융을 방지되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균열층을 제거한 크롬 배리어 또한 우수한 성능을 보임이 관찰되었

다. 향후 TRU 함유 핵연료의 경우, 미국의 INL과 협력하여 TRU 함유 금속연료에 대하여 배

리어를 포함한 노외 확산쌍 시험을 현지에서 시험, 평가할 예정이다.  

배리어 노내성능 검증을 위하여, 2011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연구로에서 배리어를 

포함한 금속 연료 조사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Cr 배리어를 포함한 SFR 금속핵연료 하나로 1

차 조사시험 (SMIRP-1)을 2012년 1월 5일에 완료하였다. 배리어를 적용하지 않은 연료봉의 

경우, 1차 하나로 조사시험 결과 비록 피복관 내면온도는 약 510℃로 낮았지만 희토류 침투

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배리어를 적용한 U-Zr-Ce 연료 관찰 결과, Cr 배리어 옆에 Ce 층이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Nd는 많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U의 분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Ce 층은 제조시 넣은 것이 표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미세 균열의 폭

은 0.5 μm 정도이며, Cr 배리어를 통한 Ce의 확산은 연료의 인접한 부분에서 아주 미미하게 

관찰되고 있다. 

U-Zr 연료에서 Cr 배리어가 핵분열생성물이 피복관과의 반응을 방지하는 것이 확인되었으

며, Ce 함유 금속연료의 경우에도 그 유효성이 동일하게 입증되었다. 그러나 연료의 표면온도

가 510 ℃로 낮아 Cr 배리어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결론은 추가 조사시험을 수행한 후에 내

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실질적인 연료심의 검증을 위해서 핵연료 중심온도뿐만 아니

라 표면온도도 좀 더 높은 조건에서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하나로 2차 조사시험에서는 연료봉은 1차 조사시험과 동일하게 12개이나 실제 PGSFR의 

연료봉 외경인 7.4mm의 조사연료봉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연료심은 U-10%Zr, 

U-10%Zr-5%RE의 2 종류, 피복관은 HT9, FC92N, FC92B의 3종류와 피복관 내부에 약 20

μm 두께의 Cr 배리어가 있는 피복관이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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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 온도 및 시간에 따른 Misch. metal과 Gr.92 피복재의 상호반응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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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9. 온도 및 시간에 따른 희토류 합금과 HT9 피복재의 상호반응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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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0. 온도 및 시간에 따른 2원계 희토류 합금과 HT9 피복재의 상호반응 거동

그림  3-7-11. 금속연료-HT9 피복재의 상호반응에 미치는 희토류 합금층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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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2. 상호반응 시험 결과 (U-Zr / RE-Sm / HT9, 740℃, 25hr)

    

 희토류 침투 모델을 설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EBR-II에서 도출된 모델을 

분석하였다. EBR-II X447은 최대 피복관 내면 온도가 약 650℃로 PGSFR의 온도와 유사하

며, 비록 희토류가 함유되지 않은 U-10Zr 연료심이 조사되었지만, 희토류 침투 자료를 활용

하여 U-10Zr 연료심의 희토류 침투 모델이 설정되었다. EBR-II에서는 우선적으로 HT9의 

FCCI에 의한 최적 예측 감육 모델식을 보수적으로 시간-온도 종속 모델을 사용하였었다. 

EBR-II 및 LIFE-METAL에서 적용되었던 시간-온도 종속 희토류 침투 모델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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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여기서, di = wastage depth, Tci = cladding ID temperature, t=time, Q=activation 

energy, Φ = fast flux.

시간-온도 종속모델에서는 X447에서는 Do=1.24 x 109, Q=48.227 일 경우, 희토류 침투

율을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연소도 고려 모델도 LIFE-METAL에서 고

려되고 있다. 이들 두 모델 및 X447의 조사이력을 활용하여 연소도에 따른 희토류 침투율을 

계산하면 그림 3-7-13와 같다. X447의 경우 희토류가 포함되지 않은 U-10Zr 연료이지만, 

모델에 따라서 희토류 침투 예측이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델에 따라서 연소도에 따른 희토류 침투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며, 금속연료 건

전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향후 계속적인 노내 조사시험, 노외 상호반응 시험 및 모델 최적

화를 통하여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의 희토류 침투율을 평가하고 희토류 함량 영향 및 제한치

를 설정하여야 한다. 향후 하나로 조사시험, EBR-II 조사 시험 및 노외 상호반응 시험 DB를 

기반으로 각 RE 침투율 예비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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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3. EBR-II X447  U-10Zr 희토류 침투율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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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토류함유  금속연료 과도상태 핫셀 모사시험 

가. 1차 하나로 조사시험 시편 정보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 과도상태 핫셀 모사시험을 위해 1차 하나로 조사시험(SMIRP-1)을 거

친 U-10Zr-5Ce 연료심 및 T92 피복관으로 구성된 시편을 이용하였다. 1차 하나로 조사시험

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수행되었으며(182 EFPD), 최대 선출력은 조사시험 초

기에 245.1 W/cm, 연소도는 조사시험 말에 2.44 at.%에 도달하였다(그림 3-7-14). 조사시

험 중 최대 피복관 내면 온도와 최대 연료심 온도는 각각 452 ℃, 549 ℃였으며, 따라서 연

료심은 조사시험 중 α+δ 영역에서 조사되었다(그림 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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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4. 조사시간(EFPD)에 따른 선출력 및 연소도 

 

Max: 549

Max.: 452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

0 0.5 1 1.5 2 2.5 3

T
em

p
er

a
tu

re
 (

o
C

)

Burnup (at.%)

Fuel slug centerline temperature

Cladding inner-wall temperature

617 °C

α+δ phase

α+γ phase

그림 3-7-15. 연소도에 따른 피복관 내면 온도 및 연료심 중심 온도 



- 326 -

조사시험 후 단면을 관찰한 결과, 연료심과 피복관 사이 미세한 간극이 존재하였다. 연료심

에 상경계(α+δ/α+γ)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Zr은 오직 ‘Soret Effect’에 의해 온도가 높은 연

료심 중심부로 이동한 현상이 관찰되었다(그림 3-7-16). 또한 란타나이드 핵분열 생성물인 

Nd과 U-10Zr-5Ce 연료심에 있는 Ce이 연료심과 피복관 경계로 이동한 현상도 관찰되었다

(그림 3-7-17).

  

CenterPeriphery Periphery

U

Zr

Ce

그림 3-7-16. 조사 후 U-10Zr-5Ce 시편 연료심의 직경방향 U, Zr, Ce의 분포

U

Fe

Zr

Nd

Ce

Cladding Fuel

Interface

그림 3-7-16. 조사 후 U-10Zr-5Ce 연료심과 T92 피복관 경계면에서의 원소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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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도상태 핫셀 모사시험 조건 및 결과 

시험조건은 가열온도 800 ℃, 유지시간 1 hr으로 설정하였으며, 상온에서 가열온도까지는 

승온속도를 0.2 ℃/sec로 하였다. 시편 길이를 3 mm 적용한 경우, 연료심 산화로 인해 연료

심 전체가 시편에서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그림 3-7-17). 또한, 산소흡수체로 

Zircaloy-4를 적용한 경우, 약간의 산화방지 효과가 있었으나 연료심 표면이 시편에서 분리되

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Oxidation of fuel slugs

그림 3-7-17. 가열 시험 중 산화로 인한 연료심 분리 현상 

(시편길이 3 mm) 

 

한편, 산소흡수체로 Zircaloy-4 적용과 동시에 시편 길이를 10 mm(그림 3-7-18)로 하여 

가열 후, 시편 가운데 부분(약 5mm 지점)을 절단하여 단면을 관찰한 결과, 연료심 산화가 이

전 시편들에 비해 많지 않은 단면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림 3-7-19에 과도상태 핫셀 모사시

험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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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0Zr-5Ce/T92

10 mm

Cutting line

Cutting line

그림 3-7-18. 10 mm 길이 시편 제조

 

그림 3-7-19. 가열시험기기 모식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미세구조를 고찰한 결과, 조사시험 후 존재하였던 연료심/피복관 간

의 간극이 가열시험 후에도 유지되어 공융 반응층이 형성되지 않았다(그림 3-7-18). 따라서 

상기 시험결과들을 바탕으로 과도상태 핫셀 모사 시험시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1) 산화 방지: 

산소흡수체 Zircaloy-4 적용, 진공 펌프 도입 및 시편 길이 10 mm 적용 (2) 조사연료심과 

피복관 접촉: 피복관을 조사연료심 측면이 아닌 상단 또는 하단에 위치시키고 지그로 고정시

키는 방법 도입(그림 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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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9. 과도상태 모사 가열시험 후 시편 단면의 광학현미경 사진 

 

Fuel slug (U-10Zr-5Ce)

T92 (0.45 t)

HT9 ((1) )

FC92 ((3) )

SUS304

Swage lock: Fuel slug/FC92 contact

Fuel slug/HT9 contact

5.5 mm

35 mm

5.0 mm

: (2) Jig

50 mm

그림 3-7-20. Jig 길이방향 단면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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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재순환 금속연료 노내 성능 평가 

1. 재순환 금속연료 희토류 거동 예비모델 

재순환 금속연료 성능 평가는 노내 조사시험, 노외 성능평가 시험 및 성능 모델 개발에 기

반하여, 2020년까지 TRU 핵연료 기술적 타당성 입증 및 LTR(시범연료봉) 인허가용 성능평가 

기술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2020년까지 TRU 핵연료 노내성능 기술적 타당

성을 입증하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2020년 주요 Gate Check을 1) 배리어 피복관 제조 및 

조사시험, 2) 희토류 함량 제한치 설정 및 3) 파이로 재순환 TRU 연료 노내건전성 시험 평가

로 설정하였다. 현재 미국(U-Pu-Zr, U-Pu-MA-RE-Zr), 일본(U-Pu-MA-RE-Zr) 조사시험 결

과 MA 및 RE의 이상 거동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RE에 의한 연료심/피복관 화학적 상호

작용(FCCI)이 주요 현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FCCI 평가를 위하여, 연료심/피복관 노내외 화학적 상호작용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배리어의 노내외 성능 검증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재순환 

금속연료에서는 희토류에 의한 연료봉 건전성 영향이 주요 현안이기 때문에, RE 영향 평가를 

위하여 재순환 금속연료 희토류 거동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금속연료 

주요 현안 중의 하나인 희토류 침투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희토류/피복재 노외 상호반응 시험 

및 과도 핫셀모사시험을 수행하고, 노내외 DB를 분석하여 희토류 거동 모델을 수립할 계획이

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연료 주요 현안 중의 하나인 희토류 침투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EBR-II DB를 활용하여 설정된 희토류 침투율 모델을 근간으로 희토류 함량별 침투율 모델을 

예비 설정하고 평가하였다.

희토류 침투 모델 개발을 위하여, EBR-II DB 및 조사이력, HANARO DB 및 희토류 노외 

상호반응 시험 결과를 고려하여 모델내 활성화 에너지 등의 변수를 평가하였다. 희토류 침투

율 모델은 기본적으로 LIFE-METAL에서 개발된 코드 모델을 활용하였다. LIFE-METAL의 희

토류 침투율 모델은 시간- 온도 종속 모델 및 연소도 고려 모델로 구분된다. 시간-온도 종속

모델은 연소도를 고려하지 않고, EBR-II DB와 일치하도록 조절된 모델로서 초기 연소도시 높

은 침투율을 나타내며, 초기 연료 조성에 희토류가 포함된 재순환 연료를 고려하지 않았다. 즉  

시간-온도 종속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희토류 함량별 모델을 재설성할 필요가 있다. 연소

도 고려 모델은 란타나이드 량을 고려한 확산에 기반하고 있다. 주기초에는 연료심과 피복관 

접촉점에서의 란타나이드 농도는 0이다. 이들 농도는 연소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

에 따라 피복관으로의 란타나이드 침투는 존재하는 란타나이드 량 및 확산되는 량을 고려한

다. 일정 온도에서 코드내 반응 속도식의 적분은 핵분열생성물 침투 깊이(di)에 비례하고, 총 

유효출력기간(ty)의 제곱근 및 연소도(Bu)에 역비례하는 유효 확산계수의 제곱근을 제공한다. 

U-10Zr 연료심의 경우, 희토류 침투 모델의 확산계수내 활성화 에너지는 정규화된 측정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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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 피복관 내경온도의 역수에 대한 아레니우스도를 기반으로, 측정치와 예측치가 일치하게 

되는 확산 계수를 조절하여 설정하였다. 할 수 있다. 광범위한 U-10Zr/HT9 자료를 기반으로 

유효 확산 활성화 에너지 60kJ/mole를 결정하여, 모델 예측치가 측정치와 일치하게 하였다. 

연소도 고려 모델은 수학적으로, 모델은 감육 깊이(di), 피복관 내경 온도(Tci),초기 연소도(B0), 

운전 연소도(B), 유효 출력 기간(t), 고속 중성자속(Φ), 초기 스크래치 깊이(dio)와 다음과 같이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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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도 고려 모델에서는 Q=60.29 kJ/mol 일 경우, 희토류 침투율을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기의 2가지 희토류 침투 모델을 기반으로 희토류 함량에 따른 모델 평

가 및 모델내 활성화 에너지 등의 변수를 평가를 위하여, 희토류 노외 상호반응 시험 결과 및 

1차 하나로 조사시험 DB를 분석하였다. 

희토류 노외 상호반응 시험 DB에서, 단원계 희토류 금속 (Ce, Nd)과 HT9 피복재와의 반

응층을 시험 시간 및 온도에 따라 관찰한 결과, 시험 후 계면에 희토류 합금과 피복재 간의 

상호반응에 의한 반응층이 형성되었다. 100Ce의 경우, 피복재의 Fe 성분이 희토류 합금 방향

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Fe 성분의 이동에 따라 반응층 내부에 Fe 함량의 

감소 및 고갈이 관찰되고 있으며, 고갈된 Fe 위치에 Ce이 치환된 것이 아울러 관찰되고 있

다. 100Ce의 경우, 시험시간이 1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Fe의 확산이 전범위적

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반응층 내 Fe의 고갈영역도 넓어지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이렇게 계면

에서 Fe의 이동 및 고갈현상은 Ce가 70wt%, La가 30wt% 함유된 Mischmetal과 Gr.92 합

금을 이용한 660℃ 확산쌍 시험에도 관찰되고 있는데 1시간 시험과 같은 짧은 시간에도 피복

재 내의 Fe가 Mischmetal 방향으로 이동하여 Mischmetal 결정립계에 집적하는 현상이 관

찰되었으며 시험시간의 증가에 따라 Fe 확산이 광범위해져서 피복재 계면으로 Fe-rich 

colony가 관찰되고 있다. 100Nd의 경우, 25시간 시험에도 불구하고 피복재의 Fe가 희토류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Ce-Nd 합금원소에 따른 반응층 두께의 경향을 관찰한 결과, 1시간 확산쌍 시험한 결과, 

100Ce의 경우 약 65.9㎛의 반응층이 형성되었으며 Nd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반응층 두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40Ce-60Nd 합금의 경우, 반응층 두께가 최대치에 도달하여 약 205㎛로 

형성됨이 관찰되었다. 40Ce-60Nd를 기점으로 Nd 함량이 증가할수록 반응층의 두께가 감소

하기 시작하며 100Nd의 경우, 약 8.05㎛의 반응층이 형성됨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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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시간 확산쌍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그림 3-8-1). 

그림 3-8-1. Ce와 Nd의 함량에 따른 상호반응층 성장 거동

Ce가 함유된 합금의 경우, 피복재 구성원소인 Fe가 피복재-희토류 합금 계면에서 높게 관

찰되었으며 Nd가 100% 함유된 시편은 상기의 Fe 이동이 관찰되지 않았다. 만약 피복재의 

Fe 이동 및 Ce의 치환이 반응층 형성의 주요 기구라 가정하면 이러한 상호반응층 형성은 Ce 

함량에 전적으로 좌우되어 합금 내 Ce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상호반응층 두께가 일정하게 감

소할 것이나 실제로는 Ce 함량이 감소할수록 반응층 두께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며 특정 조

성에서 두께가 최대값을 보이는 상승작용(synergism)을 보임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

험시간에 상관없이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상호반응층 형성기구에 Ce 뿐만 아니라 Nd도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660℃에서 1시간 확산쌍 시험 후, xCe-yNd 이원계 합금의 조성에 따른 계면미세조직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Ce이 100wt% 함유한 금속의 경우, 희토류 합금 방향으로 피복재의 Fe 

성분이 이동과 반응층 내부에 Fe 함량의 감소 및 고갈이 관찰되고 있다. Nd 함량이 증가할수

록 희토류 합금 방향으로의 Fe 이동이 미세하게 분산되는 거동이 관찰되었으며 60Ce-40Nd 

및 40Ce-60Nd 합금의 경우, 희토류 합금 방향으로 Fe의 이동이 한 지역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전범위적으로 관찰되었다. 20Ce-80Nd 합금과 같이 Nd 함량이 높아진 합금의 경우, 

100Ce와 유사하게 경계면을 기준으로 국부적인 Fe의 확산이 관찰되었다. 100Nd 합금의 경

우, Ce이 포함된 합금과 달리 희토류 합금 방향으로 거시적인 Fe의 이동이 관찰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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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확산쌍 시험편 계면에 Nd 원소의 피복재측 확산으로 인한 반응층이 형성되었지만 Ce이 

포함된 합금과 비교하여 얇은 반응층 두께를 보이고 있음이 관찰되고 있다. 이원계 희토류 원

소인 xCe-yNd와 HT9간의 반응층 내 원소 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EDS로 측정하였으며 이의 

결과는 그림 3-8-2과 같다. 용이한 해석을 위하여 Ce와 Nd를 하나로 합쳐서 도시하였다. 

희토류 합금-피복재 계면에서 원소 함량의 구배가 보이는 영역 (Region I)과 피복재 방향으

로 희토류 함량이 비교적 균등한 영역 (Region II)이 관찰되었다. Region I과 같은 이러한 

원소함량의 구배는 100Ce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피복재-희토류 합금 계면에서 Fe 원소가 희

토류 합금으로 이동하는 현상에 기인하며 Region II와 같은 희토류 합금의 평형은 100Nd에

서 관찰된 바와 같이 피복재 방향으로 금속간 화합물의 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60Ce-40Nd와 같이 Ce 함량이 비교적 높은 합금의 경우, 반응층 내 원소구배에 의한 영역

인 Region I의 분율이 높은 반면, 20Ce-80Nd와 같이 Nd 함량이 비교적 높은 합금의 경우, 

반응층 내 피복재 방향으로 희토류 함량이 평형을 이룬 영역인 Region II의 분율이 높은 것

이 이를 뒷받침한다. 시험시간의 증가에 따라 반응층의 성장은 Region I의 성장 보다 

Region II의 성장에 의하여 좌우되며 이는 Ce-Nd 이원계 합금의 반응층 성장기구가 피복재 

방향으로 형성되는 금속간화합물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Region II에 평균적으로 고용된 희토류 합금의 함량은 60Ce-40Nd와 40Ce-60Nd, 

20Ce-80Nd의 경우 각각 20.9at%, 13.6at%, 10.8at%로 Nd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거

동을 보인다. Ce이 높게 함유한 합금의 경우, Region II 내 Fe2Ce가 형성하여 전체 고용된 

희토류 원소함량이 높아진 반면, Nd 함량이 증가할수록 고용된 희토류 원소 함량이 Fe17Ce2

와 Fe17Nd2의 이론상 함량인 10.5at%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Region II 내에 각각의 금속간화합물 함량을 상 분율 관계식에 의하여 계산하

였다. 660℃에서 25시간 확산쌍 시험 후, 합금 내 함유한 Nd가 전부 Fe17Nd2 형 금속간화합

물로 변화한다고 가정시 합금별 각 화합물의 함량은 60Ce-40Nd 합금의 경우, Region II에 

Fe2Ce와 Fe17(Ce,Nd)2이 각각 46%, 54% 혼합되어 있다가 Nd 함량이 높아질수록 Fe2Ce 함

량이 줄어들어 80Ce-20Nd 합금의 경우, Fe17(Ce,Nd)2의 이론상 함량에 접근하는 거동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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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 단원소 Ce, Nd와 HT9 상호반응층 내 원소분포 (660℃, 25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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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공정을 모사한 Nd-Ce-Pr-La 합금에 대한 확산쌍 시험 결과, 동일한 시험조건에서 

Nd 단원소보다 상호반응층의 형성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Ce는 HT9과 660℃에서 

상호반응 시험시 HT9 내 Fe가 Ce로 이동하여 Fe2Ce계 금속간화합물을 형성하며 고갈된 Fe 

site에 Ce가 치환되며 반응층을 형성하고 이것이 전체 반응속도를 제어하는 기구로 작용한다. 

Nd의 경우, HT9과 660℃에서 상호반응 시험시 Nd 및 Fe의 상호확산과 함께 피복재 방향으

로 Fe17Nd2계 금속간화합물을 형성하며 이것이 전체 반응속도를 제어하게 된다. 

xCe-yNd 이원계 합금과 HT9과의 상호반응 시험 결과, Ce와 Nd 개별 원소의 반응 기구

가 중첩되어 나타나며 Ce 함량이 높은 합금의 경우, Ce에 의한 상호반응 거동이 두드러지며 

Nd 함량이 높아질수록 Nd에 의한 상호반응 현상이 지배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Ce와 Nd가 

1:1에 근접하는 경우, Nd에 의하여 반응층 내 Fe 가 연속적으로 분포하며 이것이 희토류 합

금으로의 지속적인 Fe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구동력으로 작용하여 순수한 Ce 및 Nd에 비

교하여 높은 상호반응층 두께를 보이게 된다. 또한 희토류 침투 모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는, RE 원소가 노내 조사시, 금속연료심 외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를 모사하고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속연료심 내부의 온도구배를 모사하여 상호반응 시험을 

평가하는 시험장치를 그림 3-8-3와 같이 구축하였다. 그림 3-8-4는 금속연료심 내부의 온도

구배를 모사하여 장기 상호반응 시험을 평가하는 시험장치도를 나타낸다. 이 장비는 온도구배 

상호반응 시험 (68K/mm : 자연냉각, 90K/mm : 강제 공랭 모드)이 가능하므로, 피복관과 

금속연료의 장기 상호반응 시험을 수행하여 모델 등을 검증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그림 3-8-3. 온도구배 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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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 온도구배 시험 장치 개념도

하나로 조사시험 DB를 모델 개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EPMA로 연료심 및 피복관 구성 원

소와 핵분열생성물의 상대 분포를 단면을 따라서 측정하였다. (U-Zr-Ce/without Cr) 연료봉 

단면을 가로질러 측정한 원소 분포 분석 결과, U의 경우 비교적 균일하나 기공이 많은 곳에서

는 측정치가 감소한다. Zr은 온도가 높은 쪽이 높은 경향이 보인다. Ce도 비교적 균일한 분포

를 보이나, 연료심과 피복관 경계와 함께 조대한 기공 부근에서도 높게 측정되었다. 

그림 3-8-5은 (U-Zr-Ce/without Cr) 연료봉에서 연료와 피복관 경계에서 원소 분포를 나

타낸다. Ce과 Nd가 연료심 내부에 동그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8-6은 

이 영역을 라인스캔한 결과이다. Ce을 포함하고 있는 연료심이므로 경계에서 Ce이 다량 분포

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희토류 원소 중 핵분열 생성률이 가장 큰 Nd도 다량 관찰되고 있

다. 

    

그림 3-8-5. 연료와 피복관 경계에서 원소분포 (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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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6. 연료와 피복관 경계에서 원소분포 라인스캔 (상5)

또한 희토류 100% 노외상호반응 시험 자료를 토대로 희토류의 활성화 에너지를 도출하였

다. 희토류 100% 노외상호반응 시험 자료 및 U-10Zr-5Ce 하나로 조사시험 자료를 기반으

로, 희토류 함량별 확산 계수 및 활성화 에너지를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다. 그림 3-8-7은 희

토류 침투 모델 및 1차 하나로 조사시험 DB 비교한 것이다. U-10Zr-5Ce의 희토류 침투를 

측정 DB를 기반으로, 온도-종속 모델 및 연소도 종속 모델을 비교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5Ce

를 함유한 경우 활성화 에너지 값을 각 모델별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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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7.  희토류 침투 모델 및 1차 하나로 조사시험 DB 비교 

그림 3-8-8는 희토류 100% 노외상호반응 시험 자료 및 희토류 침투 모델을 비교한 것이

다. 도출된 희토류 활성화 에너지를 적용하였을 경우, 희토류 침투 추세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3-8-8. 희토류 침투 모델 및 희토류 노외 상호반응 시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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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인 희토류 함량별 희토류 침투 모델 개발을 위하여는 희토류의 확산 특성 및 열역학

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열역학적 특성 고려를 위하여 신뢰성있는 상태도가 요구되며, 상

태도를 근간으로 확산 속도론과 열역학 계산을 접목시켜야, 다상 합금간의 확산 반응을 정량

적으로 다룰 수 있다. 즉 확산 계수에 열역학이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OECD TAF-ID (The Thermodynamics of Advanced Fuels -International Database) 

project (신형 핵연료의 열역학 국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는  OECD/NEA 주관으로 미래

원자로 핵연료 상태도 및 열역학적 특성 DB를 참가 기관이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구축하기 위

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OECD TAF-ID 프로젝트에서 생산한 자료는, 국제기구에서 공인된 U-Zr, U-Pu-Zr, 

Fe-U-Zr, Fe-Ce-Nd 등의 상태도, 엔탈피 등의 열역학 DB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연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OECD TAF-ID에서 생산한 Ce-Fe의 상태도 (그림 3-8-9) 및 상태도를 

근간으로 Thermo-calc 코드에서 평가된 열역학 자료를 활용하여 모델 개발에 활용하였다. 

Thermo-calc 코드 및 OECD DB를 기반으로, Ce-Fe의 Activity를 평가한 결과, 희토류가 

어느 정도 이상의 농도가 되면, 확산이 급격히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8-10). 이

에 따라 화학적 활동도에서 확산이 급격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농도이상에서의 확산계수

의 함량별 기울기 및 EBR-II, 하나로 조사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기존 침투율 방정식의 활동

도 값을 희토류 함량별로 결정하였다. 즉 희토류가 다량으로 연료심 표면으로 이동한 후, 확산

이 급격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화학적 활동도에서 확산이 급격히 일어날 것으

로 예상되는 10at%이상부터의 기울기와, 기존 침투율 공식을 비교하여 활동도 값을 희토류 함

량별로 평가하였다. 

희토류 침투율 모델의 활성화 에너지 (Q) 및 초기 연소도값을 고려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후, 활성화 에너지 평가를 위하여, 희토류 노외 상호반응 시험에서 획득된 희토류 100%일 경

우,  하나로 DB의 희토류 5%일 경우, 희토류 0%일 경우의 Q값을 활용하여 Q값을 도출하였

다 (표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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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9. Ce-Fe 상태도 

그림 3-8-10. Ce-Fe Activity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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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1. 희토류 함량별 활성화 에너지 도출

도출된 Q값을 기반으로 EBR-II X447 조사이력을 활용하여, U-10Zr-5Ce의 경우 침투 모

델에 따른 희토류 침투율을 평가하였다. 희토류 침투율은 시간-온도 종속 모델 및 연소도 고려 

모델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연소도 고려 모델은 초기 연소도를 고려하는 경우와, 초기 연소

도를 무시하고 도출된 Q값을 적용하는 모델로 구분하였다. 그림 3-8-11에 시간-온도 종속 모

델 및 연소도 고려 모델 식 (6-2)의 초기 연소도를 5Ce에 해당하는 20at.%로 설정하였을 경

우 및 식 (6-3)의 활성화 에너지를 하나로 DB에 맞추어 조절한 경우를 나타내었다.  또한 그

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소도 고려 모델에서는, 고연소도에서 급격하게 침투율이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U-10Zr-5Ce의 경우 시간-온도 종속 모델을 활용한 연소도에 따른 희토류 침투율을 계산하

면, 9.8 at%에서 약 21.8mils, 15 at%에서 약 27.3 mils의 감육이 발생하였다. 연소도 고려 

모델 중, 초기 연소도를 고려한 연소도에 따른 희토류 침투율을 계산하면, 9.8 ar%에서 약 

19.9mils, 15 at%에서 약 29.6 mils의 감육이 발생하였다. 연소도 고려 모델 중, 도출된 Q값

을 적용한 고려한 연소도에 따른 희토류 침투율을 계산하면, 9.8 ar%에서 약 16.2mils, 15 

at%에서 약 31.7 mils의 감육이 발생하였다. 이는 U-10Zr의 경우 계산된, 9.8 at%에서 약 

6.6mils, 15 at%에서 약 8.3 mils의 감육에 비하여 매우 큰 값으로, 향후 예비 RE 예비 침투 

모델을 입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평가 및 검증이 요구된다. 또한 평가된 최대 피복관 내면 온도

가 650℃이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침투율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따라 고함량의 RE를 적용하는 

경우, 최대 피복관 내면 온도에 대한 상세 평가가 요구된다. 

희토류 % 시간-온도 종속 모델
연소도 고려 모델 

(Q값 조절)

0 48.227 60.29

1 47.344 59.988

3 45.616 59.186

5 43.938 57.001

100 33 33



- 342 -

그림 3-8-11. EBR-II X447 조사이력 활용, U-10Zr-5Ce의 희토류 침투율 평가 

그림 3-8-12에 시간-온도 종속 모델을 적용하여 희토류 함량별 침투율을 계산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3Ce의 경우 9.8 at%에서 약 13.7mils, 15 at%에서 약 

17.1 mils, 1Ce의 경우 9.8 at%에서 약 8.4mils, 15 at%에서 약 10.6 mils,를 나타내어, 희

토류 함량에 따라 침투율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한다고 평가되었다. 

그림 3-8-12. 희토류 함량별 침투율 (시간-온도 종속 모델 및 Q값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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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3에 연소도 고려 모델에서 희토류 초기 함량에 따라 초기 연소도를 고려하였을 

경우의 희토류 함량별 침투율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3Ce의 

경우 9.8 at%에서 약 14.6mils, 15 at%에서 약 22.8 mils, 1Ce의 경우 9.8 at%에서 약 

9.2mils, 15 at%에서 약 16.1 mils,를 나타내어, 희토류 함량에 따라 침투율 차이가 매우 크

게 발생한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연소도 고려 모델에서 희토류 초기 함량에 따라 초기 연소도

를 고려하였을 경우, 초기의 침투율은 온도-종속 모델에 비하여 낮으나, 고연소도에서 급격한 

침투율을 나타내며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3-8-14에 연소도 고려 모델에서 도출된 Q값을 고려하여 희토류 함량별 침투율을 계산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3Ce의 경우 9.8 at%에서 약 10.9mils, 15 

at%에서 약 21.3 mils, 1Ce의 경우 9.8 at%에서 약 7.1mils, 15 at%에서 약 13.8 mils,를 

나타내어, 희토류 함량에 따라 침투율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한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연소도 

고려 모델에서 도출된 Q값을 고려하였을 경우, 초기의 침투율은 온도-종속 모델에 비하여 매

우 낮으나, 고연소도에서 역시 급격한 침투율을 나타내며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금속연료 주요 현안 중의 하나인 희토류 침투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EBR-II DB를 활용하여 설

정된 희토류 침투율 모델을 근간으로 희토류 함량별 침투율 모델을 예비 설정하고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특히 고온에서는 연소도에 따른 희토류 침투율이 상당히 크며, 금속연료 건전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향후 계속적인 노내 조사시험, 노외 상호반응 시험 및 모델 최적화를 통하

여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의 희토류 침투율을 평가하고 희토류 함량 제한치 및 온도 제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그림 3-8-13. 희토류 함량별 침투율 (연소도 모델 및 초기 연소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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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4. 희토류 함량별 침투율 (연소도 모델 및 Q값 조절)

2. 희토류 과도상태 거동평가 핫셀시험 보고서

가. 가열튜브 및 과도상태 모사시험 지그 제작

(1) 가열튜브 제작

2015년도 과도상태 시험결과, 불활성 기체 조건에서 산소흡수체(Zircaloy-4)를 가열로 튜브 

안에 장입하였음에도 U-10Zr-5Ce/T92 시편의 산화를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했다. 이에 연료

의 산화를 방지하고자 진공을 유지할 수 있는 가열로 튜브를 설계 제작하였고 핫셀에 설치하였

다(그림 3-8-15). 또한 과도상태 시편을 제작하기 위해 조사된 핵연료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핵

연료는 공기중에 노출 되므로, 공기 중에 노출되는 핵연료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진공을 유

지할 수 있는 시편 보관함을 제작하고 핫셀 내부에 설치하였다(그림 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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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5. 핫셀 내부에 설치된 가열로 

 
 

그림 3-8-16. 진공시편 보관함 

(2) 과도상태 모사시험 지그 제작

2015년도 과도상태 모사시험과는 달리 이번 시험에서는 T92, FC92, HT9 피복재의 과도상

태 거동을 간편하게 상대 비교하고 산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도 상태 모사시험 지그를 그림 

3-8-17과 같이 제작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작된 지그는 연료심의 표면과 T92 피복

관의 반응, 연료심 상하단과 HT9 또는 FC92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8-17. 과도상태 모사시험 지그 개념도 

나. 예비시험 결과

(1) 시험방법

본 실험에 앞서 Misch. metal (La 70%, Ce 30%)과 Gr92 강을 이용하여 그림 3-8-18와 

같이 시편을 제작하였다. 노외 모사시험에서는 지그를 손으로 직접 조립하였지만 핫셀모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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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핫셀 외부에서 지그의 한편을 조립 한 후 모의 연료(Misch metal)를 넣어 핫셀로 반입

하였으며 핫셀 내에서 그림 3-8-19과 같이 시편홀더와 지그 체결용 공구를 이용하여 반대편 

지그를 조립하였다. 과도상태 모사시험 온도는 800 ℃로, 800 ℃까지 약 0.2 ℃/sec로 가열하

였으며 가열 및 온도 유지 시간 동안 가열로 튜브의 진공도는 약 10-5 torr였다. 가열시험 후 

시편의 추가적인 고온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도 유지시간 이후 시편은 공기 중에서 냉각되

었다.

 

그림 3-8-18. 모의 연료 시편 및 지그 

그림 3-8-19. 과도상태 모사시편 지그의 체결 모습 

(2) 노외 예비시험 결과

노외 예비실험은 과도상태 모사시험 지그의 산화 방지 효과를 확인하고자 800 ℃ 진공 조건

과 공기조건에서 수행되었다. 그림 3-8-20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 조건에서 시험이 수행된 지

그의 표면은 산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처럼 보이는 반면 진공조건에서 수행된 지그의 표면은 금

속의 광택을 유지 하는 등 산화가 최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8-21는 공기중과 진공조건

에서 과도상태 시편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림에서와 같이 진공조건에서는 시편의 상하좌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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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층이 형성되었지만 공기조건에서는 연료심이 산화되어 어느 한면도 피복재와 반응하지 않

았음을 보여준다.

 

그림 3-8-20. 모의 연료 시편 및 지그 

그림 3-8-21. 시편과 지그의 반응 진공조건(좌), 공기조건(우) 

다. 예비실험 결과 요약 및 계획

800  ℃ 노외 예비실험(진공조건)에서는 연료심이 형상을 유지하였지만 800 ℃ 핫셀 예비 

실험결과 연료심이 형상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예상보다 더 높은 온도에 연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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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출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온도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핫셀 예비실험에서 연료심이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에도 Misch metal의 산화가 발생하

지 않았고 반응층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예비실험결과 과도상태 모사시험 지그는 연료심

과 피복재의 공융 반응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조사된 

U-10Zr-5Ce 연료를 대상으로 800 ℃, 750 ℃, 700 ℃, 650 ℃에서 과도상태 모사 핫셀 가

열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3. 배리어 피복관 조사시험 요건 설정 자료 

재순환 TRU 핵연료는 TRU 핵연료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ATR에서 ATR 조사시

험을 수행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금속연료 주요 현안인 연료심/피복재 상호반응 방지를 

위해 개발된 배리어의 노내 조사시험을 ATR에서 우선 수행한다. 핵연료 개발을 위해서는 설계 

기술(핵연료 구성 재료 및 제원 등의 설계 변수 결정) 및 제조 기술 (공차 등을 고려한 설계 변

수 등의 요건 만족)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설계 및 제조된 핵연료가 노내에서 건전하게 연소하

는지 조사시험을 통해 검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조사시험결과 평가를 통해 핵연료 설계 및 

제조 기술의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최적화된 설계 및 제조 기술은 최종적으로 조사시험을 통해 

검증된다. 금속연료심 조사거동은 고속중성자속 보다는 연소도(핵분열밀도) 및 온도에 의존적이

므로, PGSFR의 연소도와 핵연료 온도 조건을 PGSFR 조건으로 설정하여 ATR에서 조사시험이 

가능하다. 따라서 SFR 핵연료 설계 요건(핵연료 구성 재료, 제원 등)에 따라 제조된 핵연료를 

특정 조사조건(출력, 연소도, 온도 등)에 따라 하나로에서 조사한 후, 조사후시험을 통해 핵연료

의 조사후거동(핵분열기체 방출, 피복관 변형, 핵연료 피복관 상호반응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전 과정의 자료들이 핵연료 조사성능 데이터베이스이며, ATR에서 획득한 핵연료 조사성능 데

이터베이스는 TRU 핵연료 성능 검증, 핵연료 성능 모델/코드 개발 및 검증, 핵연료 설계 기준 

및 제한치 설정 등에 활용된다.

ATR 조사시험의 최종 목표는, 

① 금속연료심 제조 및 설계 변수(미세조직, 제원) 영향 평가 및 시방서 설정,

② 파이로 금속연료의 불순물(희토류, C)이 금속연료심의 조사거동에 주는 영향 시험 평가 

및 불순물 제한치 설정,

③ 금속연료심-피복관 공융방지 배리어의 노내 성능 시험 평가이다. 

ATR 조사시험은 SFR 설계에 따라 노심 출구온도와 연소도 등의 조건과 유사하게 조사 검증

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미공동연구에서 수행하기로 한 IRT에 따른 TRU 조사시험에 앞서, 배리어 조사시

험은 미국 INL이 수행하고 있는 AFC 조사시험 계획의 일환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ATR 배

리어 조사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IRT에 따른 TRU 조사시험에 배리어를 포함시키고 조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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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INL이 수행하는  노내시험 (AFC-4C)에 KAERI가 

개발한 Cr 도금배리어를 장전하기로 하였으며, 조사시험 요건은 AFC-4C 요건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4. 배리어 피복관 ATR 조사시험 착수

금속연료 주요 현안인 연료심/피복재 상호반응 방지를 위해 개발된 배리어의 노내 조사시험

을 미국 INL과의 협력으로 ATR에서 착수하였다. 배리어 ATR 조사시험은 국내에서 제공한 배

리어를 사용하는 연료봉 단위의 시험으로, 배리어 ATR 조사시험은 미국 INL이 수행하고 있는 

AFC-4C 조사시험에 포함되어 2016년 2월 ATR 노심에 장전하여 약 10 at% 연소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조사후시험을 통하여, INL과 공동으로 배리어 타당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그림 3-8-22은 KAERI가 제공한 Cr 코팅 배리어 피복관, 그림 3-8-23는 조사시험봉의 개

략도, 그림 3-8-24는  ATR내 AFC-4C 조사공 위치를 나타낸다. AFC-4C 조사시험봉 

(rodlet)은 사용된 이중 캡슐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연료심 길이는 1.5 in. (3.81 cm), 외경은 

0.168 in. (4.26 mm)이다. 조사시험봉 피복관은  HT-9 (SS 421), 길이는 6 in. (15.2 cm), 

내경은 0.194 in. (4.93 mm), 외경은 0.230 in. (5.84 mm)이다. 조사시험봉당 개별적으로 

이중 캡슐을 적용하며, 캡슐의 재질은 SS 316L, 길이는 8.5 in. (21.6 cm), 내경은 0.234 in. 

(5.94 mm), 외경은 0.274 in. (6.96 mm)이다. 

예상 최대선출력은 330 W/cm이었으며, 연료봉 선출력 제한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조사시

험 캡슐에 Cd 중성자 차폐체를 장착하였다. 피복관 최대 내면 온도는 550℃이며, 목표 연소도

는 약 10at%이며, 약 2~3년의 조사시험  기간을 예상하고 있다. 2016년 11월 현재, 최대 선

출력은  290 ~ 324 W/cm, 최대 연소도는 1.1at%로 평가되었으며, INL은 제조 보고서 및 

조사이력 평가보고서가 작성되면 KAERI에게 송부해 주기로 하였다.  

그림 3-8-22. KAERI가 제공한 Cr 코팅 배리어 피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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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3. AFC-4C 조사시험봉 개략도

그림 3-8-24. ATR내 AFC-4C 조사공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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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2에 AFC-4C 연료봉 구성, 조성, 형태 등을 나타내었다. 

AFC-4C Nominal Design (inserted cycle 158B, February 2016)

Rodlet Composition Form SD (%)

4C-1 U-10Zr annular 60 Cr-coated HT9 cladding tubes

4C-2 U-4Ta-6Zr solid 75 Cr-coated HT9 cladding tubes

4C-3 U-5Mo-4.3Ti-0.7Zr solid 75

4C-4 U-2Pd-10Mo-4.3Ti-0.7Zr solid 75

4C-5 U-10Zr solid 75

표 3-8-2. AFC-4C 연료봉 구성, 조성, 형태 

ATR 조사시험은 2020년까지 2차례에 걸쳐 수행되며, 이후 INL과의 협의하에 연장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① 배리어 ATR 조사시험 : 목표 연소도는 5 at% 이상으로 하여, 국내 제조 배리어 및 TRU 

금속연료 조사시험을 통한 SFR용 배리어 연소성능을 검증한다. 

② TRU 연료 ATR 조사시험 (한미공동연구) :  목표 연소도를 5 at% 이상 (~2020년)으로 

하여, 한미공동연구를 통한 파이로 연계 TRU 금속연료 조사시험 수행 및 재순환 핵연료 기술

적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다. 

③ TRU 연료 ATR 조사시험 (한미공동연구 이후) : 목표 연소도 10 at%이상의 고연소도를 

수행하여, 한미공동연구이후 미국 INL과의 협의를 통해 SFR용 TRU 금속연료의 최대 연소도까

지 조사성능 건전성 확인 및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다. 

ATR 조사시험을 완료하면, 조사후시험을 수행한다. 조사후시험은 비파괴 시험 및 파괴 시험

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비파괴 시험은 외관검사, 치수측정, 감마 스캐닝으로 이루어진다. 

외관 검사에서 이상 부위를 발견하면 이 부위에 대한 정밀 측정과 파괴 검사의 수행 여부 및 

방법을 조사후 시험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파괴검사는 핵연료집합체와 연료봉을 절단하여 연소도, 미세구조, 핵분열기체방출, 피복관 두

께, 원소재분배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연료심은 핵연료와 피복

관의 공융 및 상호반응 시험에 사용하며, 또한 과도상태 시 연료심의 팽윤 및 핵분열기체방출 

거동 시험에도 활용된다.

TRU 핵연료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8년에 ATR에서 수행할 ATR 조사시험 

요건을 INL과 공동으로 설정하였다. TRU 핵연료 노내 조사시험 및 성능 DB 구축은 인허가의 



- 352 -

핵심사항이며, 국내에서 TRU 취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ATR 조사시험 매트릭스를 미국 

INL과 공동으로 협의하였다.  

IRT 조사시험 matrix는 총 5개의 연료봉을 하나의 캡슐에 장전하여 조사시험 수행. FC92 

피복관 연료봉 3개, HT9 연료봉 2개 이며, Cr 배리어 (FC92 피복관, KAERI 개발 배리어) 및 

TiN 배리어(HT9 피복관, INL 개발 배리어)를 조사시험 연료봉으로 합의하였다. TRU 함량은 

LEU와 동일한 핵분열물질을 함유하는 24%로 하며, 희토류 조성은 각각 3 % 3개 연료봉, 1 

% 2개 연료봉이다. 최대 피복관 내면 온도는 배리어 연료봉은 625℃, 일반 연료봉은 575℃로 

하였다.  2019년에 연료봉 3개를 중간 교체하며, 교체시 장전되는 연료봉은 LWR 사용후핵연

료에서 회수한 TRU 잉곳으로 제조한 연료봉을 가능하면 사용하기로 하였다. 

제9절  배리어 피복관 제조 기반기술 개발

파이로 공정 재순환 핵연료에는 우라늄, 지르코늄 외에 TRU 및 핵분열생성물인 희토류 원

소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러한 원소들은 금속연료-피복관 상호반응(FCCI) 개시온도를 낮추어 

연료봉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피복관 내면에 

핵연료의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성 물질을 처리하는 배리어 피복관 제조기술의 개발이 필요하

다. 본 항목은 배리어 피복관 제조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피복관 내면에 Cr을 도금하는 기술과 

보호피막인 산화막을 자생적으로 생성시키는 기술 개발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라이너 피복관 

예비시제품 제조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1. 코팅 피복관 예비시제품 제조 및 성능 평가  

가. Cr 코팅 피복관 예비시제품 제조 및 성능평가 

전해도금을 이용하여 Cr을 피복관 내면에 도금하였으며 도금 피복관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

행하였다. 평판 시편을 이용한 사전 연구 결과, Cr은 우라늄 및 TRU 핵연료와 상호반응 현상

을 방지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Cr을 피복관 내면에 도금하기 위한 장비를 그림 3-9-1과 같

이 구축하였다. 피복관 내면에 도금용액을 흐르도록 순환 루프를 제작하였다. 도금용액은 

250g/l Cr산과 2.5g/l 황산이 포함된 Sargent solution으로 부식성이 강한 도금액의 특성상 

내부식성 재질인 테플론을 이용하여 루프를 제작하였다. 피복관 가운데에 Pb-Sn선을 양극으

로 삽입하였고 피복관을 음극으로 하여 power supply에 연결하였다. 도금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피복관 축방향으로의 용액 내 이온농도 차에 따른 도금두께의 편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정/역 순환과 원주방향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제작한 도금 루프를 이용하

여 Cr 도금 피복관을 제작하였다. PGSFR용 제원인 7.4mm 외경에 0.5mm 두께, 1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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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를 갖는 HT9 피복관에 대하여 도금을 수행하였다. 도금욕 온도는 80℃에 13A의 전류로 

60분간 도금하였으며 20초 정/역 순환 및 15분 간격으로 축방향 회전을 수행하였다. 시험 결

과, 그림 3-9-2와 같이 20㎛ 두께의 Cr 층이 균일하게 도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연료봉은 원자로 운전조건에서 핵분열 기체의 발생에 따라 반경 및 축방향으로 변형을 받는

다. 내면 도금 피복관의 경우, 하중 지지를 담당하는 피복관 금속층과 금속연료 확산을 방지하

는 도금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복합층을 가진 피복관이 축방향 및 원주방향 변형에 

대하여 양립성(compatibility)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변형이 Cr 도금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수행하였다. Cr 도금 피복관에 대하여 축방향으로 인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상온 및 원자로 

가동온도인 650℃에서 연료봉 최대 허용 변형량인 1% 소성 변형 후 미세조직을 관찰하였으며 

피복관을 인장하여 파단 후, 파단부위에 대한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그림 3-9-1. 피복관 내면 Cr 도금 루프 구축 

그림 3-9-2. Cr 도금 (20㎛) 피복관 제작 (7.4mm 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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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인장시험 결과, 항복응력 및 인장응력, 파단 연신율은 각각 582.7MPa, 805.3MPa, 

17.62%이었으며 650℃ 인장시험시 항복응력 및 인장응력, 파단 연신율은 각각 239.1MPa, 

270.1MPa, 18.03%이었다. 미세조직 관찰 결과, 그림 3-9-3과 같이 1% 변형 조건에서 Cr층

의 파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장 파단부위와 같이 변형이 큰 영역에서도 일부 Cr 층의 파

단을 제외하고는 도금층이 축방향 변형의 대부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3-9-3. Cr 도금 피복관 축방향 변형시험 결과 

(좌 : 1% 변형, 우 : 인장 파단부위)

축방향 변형과 함께 원주방향 변형에 대한 양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파열시험을 수행하였

다. 파열시험은 내면 도금한 피복관을 대상으로 700℃ 공기 분위기에서 아르곤 기체를 가압하

여 파열시켰으며 파열시 원주 응력은 약 195MPa였다. 파열부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변형량

을 가지는 것에 착안하여 파열시험편에 대하여 그림  3-9-4와 같이 다양한 변형량을 가진 부

위를 절취하여 미세조직 분석을 그림 3-9-5와 같이 수행하였다. 위치별로 금속층의 둘레 및 

파단 상태와 도금층의 둘레 및 균열 상태를 정리하여 표 3-9-1에 나타내었다. 파열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 (#1)의 경우, 피복관 및 도금층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복관의 변형이 

1.10% 및 2.89% 발생한 부분 (각각 #2 및 #3)에서도 피복관의 파열과 도금층의 균열이 관찰

되지 않았으며 도금층은 피복관의 변형을 수용하면서 피복관과 동일한 값으로 변형하였다. 피

복관의 변형이 5.52% 발생한 부분 (#4)의 경우, 피복관의 파열이 발생하였고 도금층의 경우 

균열이 1개 관찰되었으며 균열부위를 제외한 도금층 변형량을 측정한 결과 약 5.05%의 변형

이 관찰되었다. 피복관의 변형이 8.88% 발생한 부분 (#5)의 경우, 피복관의 파열과 함께 도금

층 균열부위가 2개로 늘어났으며 이때의 도금층 변형량의 총합이 7.76%로 관찰되었다. 피복

관이 최대로 파열한 부위(#6)의 경우, 피복관 원주방향 연신율이 10.79%이었으며 도금층의 

균열은 43개로 증가하였고 늘어난 도금층의 변형량의 총합을 측정한 결과, 6.10%로 관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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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복관 변형이 5.52%부터 도금층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피복관 파열위치에 관계없이 균

열부위를 제외한 원주방향 도금층 변형량이 최대 7.76%로서 이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도금층의 원주방향 임계 변형량이 약 5% 정도이며 도금층이 최대로 변형할 수 있는 연신율이 

약 7%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Cr 도금층이 원자로 가동온도에서 연료봉의 최대 허용 변형

량인 1%를 상회하는 약 5%의 변형량 까지 도금층의 파괴 없이 변형을 수용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피복관이 2.89% 변형된 지점(#3)의 경우, 미변형 상태와 동일한 거동을 보이며 도금층의 파

괴 및 박리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피복관이 8.88% 변형된 지점(#5)의 경우, 도금층의 파괴

가 그림 3-9-5(b)와 같이 관찰되고 있다. 내압에 따라 피복관 금속층이 원주방향으로 연신하

면서 도금층도 피복관의 변형에 따라서 연신하게 된다. 피복관의 변형이 도금층 임계 변형량 

(5%)을 초과하면 금속층과 도금층 계면 간에 연성 차이에 의한 slip에 의한 void가 발생하게 

된다. Void 발생에 따라 도금층 안쪽에 free surface가 생성되고 얇은 도금층 두께에 의하여 

도금층 내부에 평면응력이 발생하며 이에 도금층에 necking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3-9-5(c)) 피복관의 변형이 진전되면서 necking이 발생한 도금층은 파단하게 되며 파단 양상

은 전형적인 연성파괴인 cup and cone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3-9-5(d)) 이는 Cr 도금층

이 변형을 수용할 상당한 연성을 지녔음을 의미하며 원자로 가동온도인 650℃에서 Cr 도금층

이 연성을 가지며 피복관과 기계적 양립성을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9-4. Cr 도금 피복관 원주방향 파열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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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1 #2 #3 #4 #5 #6

피복관 변형 0.00% 1.10% 2.89% 5.52% 8.88% 10.79%

피복관 파열여부 미파열 미파열 미파열 파열 파열 파열

Cr층 균열여부 미균열 미균열 미균열 균열 균열 균열

균열 개수 0 0 0 1 2 43

Cr 층 변형량 0.00% 1.10% 2.89% 5.05% 7.76% 6.10%

표 3-9-1. 피복관 변형에 따른 Cr 층 변형 거동 결과 

그림 3-9-5. Cr 도금 피복관 파열시험편 미세조직 (a) 2.89% 변형 부위, 

(b) 8.88% 변형 부위, (c) 10.79% 변형 부위, (d) 10.79% 변형 부위

도금 피복관이 원자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외 시험 뿐 아니라 노내에서도 그 거동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와 공동으로 도금 피복관을 

ATR 연구로에서 연소시험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소시험에 필요한 HT9 피복

관 (5.8mm 외경)을 INL에서 제공하였으며 제공받은 피복관에 대한 Cr 도금을 한국원자력연

구원에서 수행하였다. 도금피복관의 개략도가 그림 3-9-6에 있으며 전체 길이 178.5mm에 

Cr을 도금하되, 봉단마개 용접을 위하여 한쪽을 마스킹 처리하고 화학분석 sample 제작에 맞

추어 한쪽은 36mm 안쪽에 봉단마개 용접을 위한 마스킹 처리를 하였다. 도금 조건은 2 조건

으로 각 조건 공통으로 공칭두께 20㎛로 Cr을 도금하되 하나는 일반 직류조건으로 도금하고 

다른 하나는 사전 연구에서 Cr층 균열을 제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연구된 펄스 도금 

(99msec on, 1msec off)으로 도금하였다. 표 3-9-2에 도금피복관 제조조건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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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 결과, 그림 3-9-6과 같이 직류 도금과 펄스도금으로 도금 피복관을 각각 2개, 1개씩 제

조하였다. 제조한 피복관은 INL로 운송하였으며 INL은 제공받은 도금 피복관을 이용하여 조

사시험용 연료봉을 제조하였으며 제조한 연료봉은 2016년 초 ATR에서 연소(AFC-4C)시험을 

착수하였다.

피복관 내면 도금 기술과 함께 도금면적 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사

시험은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험 matrix를 구현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는다. 또

한 조사시험시 축방향으로 온도 및 중성자 조사량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도금층의 

성능을 평가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면 도금면적을 제어하는 기

반연구를 수행하였다.

Sample 조건

직류도금

- 도금 용액 : Sargent solution (Cr산 250g/l, 황산 2.5g/l)

- 용액온도 (유량) : 80±2℃ (분당 1리터)

- 순환조건 : 20초 간격 정/역 순환, 15분 간격 피복관 회전

- 전류조건 : 8A, 120분

펄스도금
- 직류조건과 조건이 같으며 전류조건의 경우, 동일한 전류값에 펄스조건 

  (99msec on, 1msec off) 적용

표 3-9-2. ATR 피복관 도금조건 

그림 3-9-6. ATR 조사시험용 도금피복관 제작

 

피복관 내면에 테플론 및 organic bond을 조합하여 피복관 내면을 masking한 후 도금하

여 그림 3-9-7과 같이 축방향 및 원주방향으로 선택적으로 도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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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방향 도금제어의 경우, 도금층을 핵연료가 위치한 active zone에만 집중시킬 수 있어서 

도금층 품질개선을 가능할 수 있고 축방향에 따라 도금 조건을 달리 설정할 수 있어 하나의 

연료봉으로도 여러 항목의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원주방향 도금제어의 

경우, 동일한 위치에서 도금층 유무에 따른 도금층 성능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개발한 내면 도금기술은 차기 조사시험에서 다양한 조건의 도금시험을 수행할 때 활

용할 예정이다. Cr 도금시 도금층 증가에 따라 도금층 내에 응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응력이 

도금층 균열을 발생시켜 도금층의 건전성을 약화시킨다. 도금층 응력을 저감시키는 방안으로 

펄스도금 및 도금 후 처리 공정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평판시편을 

이용한 시험 결과, 도금 후 처리시 도금층 내 응력이 모재 수준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관찰되

었다, 당해연도에서는 튜브 형상에 대하여 내면 후처리가 가능한 시험장비 (피복관 이온질화 

장비)를 제작, 구축하였다. 300℃~500℃ 온도에서 진공 및 질소 분위기 상태에서 전극에 전

압을 가하여 피복관 내면을 처리하는 장비이다. 양극으로 사용될 텅스텐 선재를 피복관 시험

편 내부에 삽입하고 피복관을 음극으로 하여 출력을 가하여 피복관 내부를 표면 처리한다. 시

험 parameter로 1) chamber 온도, 2) 질소 분율, 3) 전극의 power, 4) 진공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림 3-9-7. 도금면적 제어연구 (좌 : 원주방향, 우 : 축방향)

나. 산화막 피복관 예비시제품 제조 

본 연구는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시편표면에 안정된 산화막을 형성하는 수용액 조건

을 찾는 것과 생성된 산화막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HT9, FC92B, FC92N 시편을 

세 종류의 수용액(0.005M H2SO4, 0.05M H2SO4, 0.05M Na2SO4) 환경에 노출하였을 때의 

potentiodynamic curve를 얻었으며, 해당 curve를 통해 시편의 부식특성을 정량적으로 분

석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기준전극은 saturated calomel electrode(SCE), 대전극은 Pt 와이

어를 사용하여 시험하였다. 더불어 모든 시험은 비탈기/탈기 조건으로 나누어 탈기 효과를 관

찰하였다. 시험 종료 후 아래와 같이 Stern-Geary 식 (식 1) 및 Faraday’s law (식 2)에 대

입하여 다양한 수용액 환경에서의 부식율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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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여기서 icorr는 부식전류밀도 (amp/cm2), βa, βc는 각각 anodic, cathodic tafel slope 

(mV), Rp는 부식저항 (Ω cm2), r은 부식율 (μm/yr), Neq는 시편의 당량, D는 시편의 밀도 

(g/cm3)를 나타낸다. 계산 후 시편의 부식률을 그림 3-9-8에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시험에서 

탈기 시보다 비탈기 시에 부식율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0.05M H2SO4 용액조건에서 가장 적

은 부식율을 보였다. Pourbaix diagram를 도시할 경우 Fe-H2O 및 Cr-H2O 시스템에서 

0.05M H2SO4 용액일 때 Fe계 및 Cr계 산화물이 동시에 생성될 수 있는 환경임을 그림 

3-9-9에 나타내었다.

그림 3-9-8. HT9, FC9B, FC92N 시편의 세 가지 용액환

경에서의 부식율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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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9. 0.005M H2SO4, 0.05M H2SO4, 0.05M Na2SO4환경에서의 Pourbaix diagram

HT9, FC92B, FC92N 시편을 상온의 0.05M Na2SO4 수용액에 720시간 동안 노출하여 단

위 면적당 시편의 무게 변화 및 시편 단면관찰을 진행하였다. 720시간 동안 노출 후 시편의 

무게 변화추이를 그림 3-9-10에 나타내었다. FC92B 시편을 제외한 나머지 시편의 경우, 대

체적으로 312시간까지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시편의 무게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후 시험 종료 시점인 720시간 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720시간 후 

각 시편의 무게변화는 HT9, FC92B, FC92N 시편에서 각각 0.0018, 0.0015, 

0.00016mg/mm2 의 값을 나타내었다. 단위면적당 무게 측정 후 시편의 단면을 SEM으로 관

찰하여 그림 3-9-11에 나타내었다. SEM 관찰 결과, 시편의 표면에서 산화막은 발견되지 않

았으며 EDS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상온 전기화학 시험을 바탕으로 고온에서 해당시

험을 진행하여 산화막 발생, 성장유무 및 산화막 분석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림 3-9-10. 상온 0.05M Na2SO4 수용액에서의 HT9, FC92B, 

FC92N 시편의 단위표면당 무게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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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1. 상온 0.05M Na2SO4 수용액에 노출 후 HT9, FC92B, FC92N 시편의 SEM사진

2. 라이너 피복관 예비시제품 (라이너 두께 200㎛) 제조 및 성능 평가  

가. 라이너 샘플 제조 

라이너 피복관 예비시제품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으로 라이너 튜브에 대한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Zircaloy-4 튜브에 대하여 KS B 0801(11호)-2007 및 0802 2003 요건에 의

거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 Zircaloy-4의 항복응력 및 인장응력은 각각 394 

~ 414 N/mm2 및 576 ~ 580 N/mm2 와 25 ~ 27%의 연신율이 얻어졌으며 모재인 스테

인리스강 소재와 유사한 강도와 연신율로 라이너 피복관 제조에 필요한 가공성이 확인되었다. 

라이너 피복관 예비품 제조에 필요한 인발 및 필거 공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라이너 관의 제

조를 위한 다양한 가공 공정 중에서 상업적으로 정밀관 생산 방법으로 확립된 공정인 필거

(Pilger) 및 인발(Drawing) 공정을 선택하였다. 라이너 관 가공 공정 설계와 아울러 필거링 

및 인발기를 활용하여 라이너 공정 적용 시 발생하는 소재간의 변형, 접합, 공정속도에 따른 

표면형상 등을 평가하였다. 라이너 피복관 예비품 제작에 앞서 인발공정을 이용하여 라이너 

샘플을 제작하였다. 15.3mm 외경과 22.3mm의 외경을 갖는 Cu 튜브 및 스테인리스강 튜브

를 준비하였으며 20mm 외경과 25.3mm의 외경을 갖는 스테인리스강 튜브 및 Cu 튜브를 그

림 3-9-12와 같이 준비하였다. 라이너 관 제작을 위한 인발 금형(dies) 및 지그(plug)를 그림 

3-9-13과 같이 제작하였다. 간이형 인발 장비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고정 플러그 인발

을 기준으로 성형된 구부를 제외하고 최대 800 mm 길이의 인발관을 제조할 수 있게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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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가공 속도는 최소 1 mm/sec 및 최대 10 mm/sec를 갖는다. 준비된 원소재 및 금형

을 이용하여 예비 실험을 수행하였다. 준비한 모관에 대하여 스웨이징기를 사용하여 그림 

3-9-14와 같이 200mm 길이의 구부를 형성하였으며 10 mm/sec의 공정 속도 및 40%의 단

면 압하율을 적용하여 19.05 mm 외경 및 14.35 mm 내경, 2.35 mm 두께를 갖는 샘플을 

제작하여 BCC 또는 FCC 구조 소재의 인발 공정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3-9-12. 라이너 피복관 

    

그림 3-9-13. 인발장치와 라이너 피복관 제조 공정용 지그, 플러그

그림 3-9-14. 인발용 구부와 시편의 단면 

     

인발공정 연구와 아울러 필거공정을 이용한 라이너 피복관 제조 연구를 수행하였다. 필거는 

그림 3-9-15와 같이 금형이 앞뒤로 이동하면서 피복관을 내, 외부적으로 가공하는 공정으로 

단일 공정에 큰 압하율을 적용할 수 있어 소재의 강도와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라이너 피

복관 제조에 필요한 필거링 조건 및 공정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롤과 맨드릴을 그림 3-9-16과 



- 363 -

같이 제작하여 시험에 사용하였다. 500mm의 성형구간에서 1 mm/sec ~ 8 mm/sec의 가공

속도와 1사이클 당 15° ~ 90°회전에 따른 공정 변수별 영향을 평가하였다. 내부에 Cu 관, 

외부에 스테인리스 관을 결합하여 25.3mm 외경, 20.0mm 내경과 2.65mm 두께를 갖는 모

관을 제조하여 1차 필거 결과, 내부의 Cu 관이 50mm 이탈 현상을 보임을 그림 3-9-17과 

같이 확인하였다. Cu 관과 스테인리스 관의 소성변형 차이에 따른 소재 이탈이 발생하였고, 

라이너 튜브의 필거 공정 전 관의 조립을 위한 추가 공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3-9-15. 필거밀의 튜브 성형 원리

그림 3-9-16. 필거공정을 위한 필거장치의 롤과 맨드릴

 

그림 3-9-17. 필거 공정을 마친 

내관 Copper / 외관 STS 튜브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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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비 시제품(라이너 두께 200 ㎛) 제조 및 성능 평가 

공정별 sample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200㎛의 두께를 갖는 라이너 예비시제품 제조를 수

행하였다. 예비 시제품(두께 200 ㎛) 제조를 위한 압하율 70% 필거 공정 설계를 표 3-9-3과 

같이 수립하였으며 2차 곡선 형태의 필거롤 및 맨드릴 설계 및 제작을 그림 3-9-18, 표 

3-9-4와 같이 수행하였다. 롤 내면의 형상은 맨드릴의 감소되는 직경에 관재두께가 더해진 형

상과 일치하며 성형이 이루어지는 부분의 롤 내면 치수는 가공된 관의 외경과 동일하고 성형 

구간에서 관을 최소 10회 이상 회전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O.D(mm) W.T(mm) ID(mm) A(mm2) Rd(%)

라이너 튜브 모재 13.00 0.40 12.20 15.83 　

필거 1 Pass 7.15 0.22 6.71 4.75 70

표 3-9-3. 예비 시제품(라이너 두께 200 ㎛) 제작 스케줄

그림 3-9-18. 2차 곡선형태의 맨드릴 설계의 예 

Working Zone (L) Principal deformation zone (PDZ) Idle Zone Sizing Zone

168 mm 34 mm 42 mm 70 mm

표 3-9-4. 필거 장비용 맨드릴의 구간 설계

Zircaloy-4 라이너 및 스테인리스강 모재를 이용하여 1차 필거 테스트 후 종/횡면 단면에 

대하여 현미경 관찰 및 사이즈 측정 결과, 그림 3-9-19와 같이 라이너 피복관의 단면 두께가 

300 ~ 320 ㎛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롤과 맨드릴의 사이의 탄성 변형 또는 하중 부족으로 인

한 결과로 판단된다. 필거 공정 중 라이너 피복관의 표면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였으며 공정 후 

필거롤에 의한 피복관의 파손 및 높은 하중 및 변형량으로 인한 맨드릴의 변형이 발생하였다. 

1차 필거 후 관찰된 라이너 피복관의 성형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피복관에 대한 열처리 온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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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조건을 수립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열처리 조건에 따른 경도의 변화가 표 3-9-5와 

같이 나타났으며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냉간가공 후 열처리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1차 필거링 

공정시 발생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롤의 추가 라운딩 처리(그림 3-9-20) 와 장비의 탄성 변형 

및 하중 부족 해결을 위한 유압장치의 추가와 같은 필거 장비 개선을 수행하였다. 맨드릴 회

전 반자동화와 필거 공정 중 관의 흔들림 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였으며 맨드릴 소재를 개선

하였다. 개선된 장치를 이용하여 2차 필거링 시험 결과, 그림 3-9-21과 같이 안정적인 라이

너 필거관이 제조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3-9-19. 필거 예비 실험 후 라이너 피복관의 단면 분석 

 

조건 1 2 3 4 5 Avg.(Hv)

As-received 183.9 186.5 167.1 180.1 182.6 180.04

600℃, 30 min(4%H2) 145.8 157.4 155.4 158.4 150.5 153.50

700℃, 30 min(Ar) 179.1 181.9 179.5 170.8 167.2 175.70

표 3-9-5. Zircaloy-4의 열처리에 따른 경도 변화

      

그림 3-9-20. 필거롤의 라운딩 처리

그림 3-9-21. 라이너 튜브의 필거 2차 실험 후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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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거 공정을 이용하여 200㎛ 공칭 두께를 갖는 Zircaloy-4 튜브를 제조하였으며 인발 공정

을 이용한 Zircaloy-4/스테인리스강 라이너 튜브를 제조하였다. 예비 시제품 제작을 위한 예

비 실험 스케줄을 표 3-9-6과 같이 설계하였으며 조립관의 인발 공정을 위한 예비 실험을 진

행하였다. 피복관 및 라이너 튜브의 두께 감소율은 각각 20 % 및 10 %로 설정하였으며 조립 

인발 결과, 약 200㎛의 두께를 갖는 라이너 피복관 예비시제품을 그림 3-9-22와 같이 제조하

였다.

O.D(mm) W.T(mm) ID(mm) A(mm2) Rd(%)

피복관 15.89 1.05 13.79 48.93 　

라이너 튜브 13.00 0.40 12.20 15.83

피복관 + 라이너 튜브 조립

조립관 15.89 1.85 12.20 81.37

인발 1 Pass 12.75 1.20 10.35 43.52 47

표 3-9-6. 시제품 제작을 위한 조립 인발 예비 실험 스케줄

그림 3-9-22. 인발 예비 실험 시편의 단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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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배리어 피복관 제조기술 개발

전 항목에서 수행한 배리어 피복관 예비시제품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배리어 피복관 시제품

을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피복재 Cr 도금에서 수행된 Cr 도금 균열 제어 기술을 피복

관 내면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Cr 도금 피복관 시제품을 제조하였다. 도금 피복관 

제조와 함께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산화 피막 제조기술을 연구하였다. 제조한 배리어 피

복관에 대하여 모의 금속연료를 이용한 확산쌍 시험과 같은 노외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전 

항목에서 수행한 200 ㎛ 두께 라이너 피복관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100 ㎛ 두께를 갖는 

Zircaloy-4가 내면에 라이닝 된 라이너 피복관 예비 시제품을 제조하였으며 라이너 피복관의 

성능을 평가할 시험 항목의 분석과 함께 배리어 피복관 변형시험기기의 제작과 예비시험을 수

행하였다. 

1. 코팅 피복관 제조기술 개발 

가. Cr 코팅 피복관 시제품 제조

상호반응을 방지할 내면 코팅 피복관 제조기술 개발 관련하여 피복재 Cr 코팅기술과 내면 

도금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해도금 기술의 경우, 타 분야에 상용화가 일찍이 

시작되었으며 배리어 피복관 제작을 위한 실용화에 가장 근접한 반면, 도금 대상 재료가 비교

적 한정(Cr, Cr, Ni) 되어 있으며 Cr의 경우, 도금 층 내 균열이 발생하며 이러한 균열이 배

리어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도금액 온도 및 전류밀도의 변화를 이용하여 도금층 내 

균열을 제어하는 연구 결과, 상온 도금의 경우, 전류밀도 2.5A/dm2 이하에서는 도금피막이 

형성되지 않다가 2.5A/dm2와 16A/dm2 이하 영역에서 도금피막이 은색으로 변하는 경질 Cr 

영역에 도달하게 되며 전류밀도를 더 가하게 되면 은색의 도금피막이 은회색을 거쳐 회색의 

도금피막이 얻어지게 된다. 이때의 도금층은 일정 깊이 이상 성장한 균열이 존재하는 경질 Cr

과 달리 균열이 미세하게 분산된 피막이 되며 이러한 도금층을 무균열 Cr(Crack Free Cr)이

라 일컫는다. 도금액 온도의 경우, 온도가 증가하여 65℃ 이하 영역에서는 경질Cr이 안정한 

영역이 우세하게 되며 도금액 온도가 70℃ 이상 85℃ 이하 영역에서는 무균열 Cr이 우세한 

영역이 얻어지게 된다. 종래의 경질 Cr 도금조건 (50℃, 35A/dm2)에서 온도 및 전류밀도의 

변화(80℃, 56A/dm2)에 따라 도금층내 균열개수가 현저히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본 연

구는 시간에 따라 전류밀도를 변화시켜 도금층내 균열을 제어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펄스전류 인가시 전류가 흐르는 시간 (ton) 동안 도금층 형성과 그에 수반하는 응력이 형성된

다. 전류가 차단되는 시간 (toff) 동안 도금층 형성이 중단됨과 동시에 도금층에 형성된 응력

이 풀리고 이러한 잔류응력의 감소에 따라 도금층의 균열 생성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한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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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는 종래의 직류 전류에 비하여 Cr원자의 핵생성 site를 증가시켜 종래의 직류 도금 대비 

미세한 Cr 결정립과 등축구조 (equiaxed)를 지니게 되어 이것이 Cr 도금층의 잔류응력을 낮

출 수 있다. 이에 펄스 도금이 Cr 도금층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80℃, 

56A/dm2 전류밀도 조건에서 99msec : 1msec의 비 (99/1)와 89msec : 1msec (89/1), 

79msec : 1msec (79/1)와 49msec : 1msec (49/1)로 전류를 단계적으로 개폐하는 조건을 

적용하여 도금하였다. 그림 3-10-1은 도금층내 경도를 nanoindentation으로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일반 직류조건으로 도금한 경우, 도금층내 평균 경도가 10.2GPa인 반면 99/1, 

89/1의 경우 평균 경도가 7.8GPa로 DC에 비교하여 감소하는 거동을 보인다. 펄스 전류를 

적용한 경우, 나노경도로 대표되는 도금층 내 응력이 감소하며, 이러한 잔류응력의 감소에 따

라 도금층의 균열 생성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림 3-10-1. Pulse 도금 조건에 따른 도금층 내 경도 변화

피복재 평면에 적용한 도금 균열 제어 기술을 피복관 내면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튜브 중심부에 양극으로 사용될 Pb-Sn 선재(wire)를 위치시켰으며 

Pb-Sn 선재에 양극, 튜브에 음극의 전위를 가하여 튜브 내면에 Cr층이 도금되도록 하였다. 

일방향으로 용액 순환시 발생할 수 있는 축방향 도금층의 편차를 방지하고자 일정시간 간격으

로 용액의 순환이 정/역으로 바뀌도록 설계하였다. 내면 Cr 도금은 70~80℃ Sargent 

solution을 이용하여 분당 1.5 liter의 유량으로 도금액을 순환시켰으며 축방향 도금층 두께 

편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20초 순환 후 정/역 전환을 수행하였다. 피복관 및 봉단마개 용접부

위에 도금층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10mm 길이의 테플론 마개를 튜브에 부착한 후, 피복관

과 테플론 마개의 틈은 상용 organic bond를 이용하여 충진하여 masking 작업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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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a)와 같이 수행하였다. 튜브의 반면을 선택적으로 도금하는 조건의 경우, 테플론 지그

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masking 후 그림 3-10-2(b)와 같이 도금하였다. 시험 튜브는 

7.4mm 외경과 5.5mm 외경을 갖는 150mm 길이의 HT9과 KAERI에서 개발한 FC92B, 

FC92N 피복관을 이용하여 시험하였으며 일반 직류 도금조건 및 펄스 도금조건과 전년도에 

구축한 이온질화 시험기기를 이용하여 도금 후 열처리 공정을 표 3-10-1과 같이 적용하였다. 

7.4mm 튜브 도금시 2mm 외경의 Pb-10Sn 선재를 사용하였으며, 5.5mm 튜브 도금시 

1.2mm 외경의 Pb-10Sn을 사용하였다. 

(a)

(b)

그림 3-10-2. 도금 튜브 도면 (a) 봉단마개 양단 마스킹, (b) 튜브 반면 마스킹 

그림 3-10-3는 테플론 capping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면 도금한 튜브를 축방향으로 절

취한 그림이다. 도금층이 튜브 내면에 균일하게 코팅된 것이 관찰되었다. 봉단마개 조립 및 용

접을 감안하여 tube 양단에 테플론을 이용하여 capping 후 도금을 실시한 결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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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과 같이 tube 양단으로 각각 10mm 지점까지 도금층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 관찰되었

다. 반면 도금 후, 축방향으로 절개 후 관찰 결과, 그림 3-10-4과 같이 축방향을 따라 절반의 

영역이 균일하게 도금됨이 확인되었다. 도금 피복관이 그림 3-10-5과 같이 제조되었으며 제

조한 도금 피복관에 대하여 노외 확산쌍 시험을 수행하였고 HANARO를 이용한 조사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재료 제원(외경) 도금조건 후열처리 비고

HT9 7.4mm 10A DC, 70분

FC92B 7.4mm
10A Pulse, 70분
(99msec on / 1msec off)

FC92N 7.4mm
7A Pulse, 60분
(99msec on / 1msec off)

튜브 반면 
도금

HT9 5.5mm 8A DC, 60분

FC92B 5.5mm
8A Pulse, 60분
(99msec on / 1msec off)

FC92N 5.5mm
8A Pulse, 60분
(99msec on / 1msec off)

420℃, 2시간 열처리 
(2.5x10-2 진공도, 

30sccm N2 분위기)

표 3-10-1. 배리어 피복관 튜브 시제품 도금조건 

그림 3-10-3. 튜브 내면 도금 시편 (좌 : 7.4mm 외경, 10A/1시간 Pulse 도금조건, 우 : 

5.5mm 외경, 8A/1시간 Pulse 도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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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4. 테플론 capping 후 튜브 내면 도금 사진

 

그림 3-10-5. 도금 피복관 사진 (7.4mm 외경 튜브)

나. 산화막 피복관 제조기술 개발

본 연구는 전년도 수행한 상온 전기화학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고온에서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

용하여 시편표면에 산화막을 형성시켰으며 시편 표면에 생성된 산화막을 분석하였다. HT9, 

FC92B, FC92N 시편과 Cr 도금된 HT9시편을 300℃의 수용액(0.05M Na2SO4) 환경에 노출

하였을 때의 potentiodynamic curve를 얻었으며, 해당 curve를 통해 시편의 부식특성을 정

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기준전극은 Ni 와이어를 이용하여 해당온도에서의 

Ni/NiO 평형전압을 기준전극으로 사용하였으며, 대전극은 오토클레이브 몸체에 연결하여 시

험하였다. Potentiodynamic curve 결과는 그림 3-10-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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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6. HT9, FC92B, FC92N, Cr-plated HT9 시편의 300℃ 0.05M Na2SO4 용액 환경

에서의 Potentiodynamic curve 결과

시험 종료 후 Stern-Geary 식 및 Faraday’s law에 대입하여 고온 수용액 환경에서의 부식율

을 계산하였으며 계산 후 시편의 부식율을 그림 3-10-7에 나타내었다. 300℃의 0.05M 

H2SO4 용액조건에서 HT9 시편이 가장 적은 부식율을 보였다. 시편이 함유하고 있는 Cr의 함

량이 12wt%로서 9wt% Cr함량인 FC92B 및 FC92N 시편의 부식률보다 낮게 나왔으며, 

Cr-plated HT9 시편의 경우 부식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최적화 되지 않은 도

금의 방법으로부터 기인한 결과라고 추정이 된다. 그림 3-10-6에서 도시된 

potentiodynamic curve 결과로부터 E0 값을 도출 후, 해당온도에서의 Ni/NiO 평형전류를 

합하여 E0(VSHE)값을 도출하였으며 그 값은 대략 1.0 ~ -0.9 VSHE의 범위 내에 존재하였

다. 

그림 3-10-7. HT9, FC92B, FC82N, Cr-plated HT9 시편의 

300℃ 0.05M Na2SO4 용액 환경에서의 부식율 그래프

MULTEQ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H 값을 계산한 결과, 300℃에서 0.05M H2SO4 용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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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값은 대략 7.33으로 계산되었다. 해당 실험조건에서의 Fe-H2O, Cr-H2O, Cr-Fe-H2O 시

스템의 Pourbaix diagram를 HSC 6.0을 이용하여 도시하였다. 그림 3-10-8에 붉은색 점으

로 실험조건 (E0 및 pH)을 표시하였다. Fe-H2O, Cr-H2O, Cr-Fe-H2O 시스템에서 해당 실

험조건 하에서 안정된 상은 Fe, Cr2O3, FeCr2O4 상으로 각각 예측되었다. 그림 3-10-9은 시

험에 침지시험에 사용된 오토클레이브를 나타내었으며 가열 중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증기로 

가압하여 0.05M H2SO4 수용액 온도를 300℃까지 가열하였으며 열전대를 통해 온도를 조절

하였다. Pourbaix diagram에서 예측된 값을 바탕으로 시험편에 대한 고온 침지시험

(immersion test)을 통하여 시험편에 산화막을 형성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Potentiodynamic curve 시험에 사용된 시편들(HT9, FC92B, FC92N, Cr-plated HT9)과 

내면-Cr 도금된 피복관 시편으로 침지시험을 300℃에서 용액에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내

면-Cr 도금된 피복관 시편은 potentiodynamic curve 시험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침지시험만 

진행하였다. 침지시험은 300도에서 총 800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800시간 노출 후 시편의 표

면사진을 그림에 나타내었다. 96시간 노출시편보다 800시간 노출시편에서 시편표면이 더욱 

진하게 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시편의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SEM을 이용하여 시편표면

을 분석하였다.

그림 3-10-8. 300도 0.05M Na2SO4환경에서의 Pourbaix diagram

그림 3-10-9. 침지시험 개략도 및 96시간, 800시간 노출된 HT9, FC92B, FC92N, 

Cr-plated HT9 시편의 표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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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9의 경우, 96시간 노출시편 표면에 산화물로 보이는 지름 약 1μm 크기의 다각형의 입

자들이 생성되었고, 시편 표면에 촘촘하게 성장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800시간 노출시편

에서는 산화물 입자들의 크기는 96시간 노출시편 대비 크기는 성장하지는 않았으나 시편 표면 

위에 더욱 촘촘하게 성장하였음이 관찰되었다. 96시간 노출된 FC92B과 FC92N시편의 경우, 

두 가지 형태의 산화물 입자들이 생성되었음이 관찰되었다. 지름이 수십~수백 nm 크기의 산

화물 입자들이 두 시편 모두의 표면에 공통적으로 생성되었으며, FC92B의 경우, HT9에서 관

찰된 지름 약 1μm 크기의 다각형의 입자들이 생성된 반면, FC92N에서는 침상형 그리고 판

형 형태의 산화물이 혼재되어 생성되었음이 관찰되었다. 두 시편의 800시간 노출시편에서는 

96시간 노출시편과 유사한 형태의 산화물들의 크기가 성장하여 형성됨이 관찰되었다. 

Cr-plated HT9 시편의 경우, 96시간 노출시편과 800시간 노출시편에 큰 차이가 없었다. 

800시간 동안 노출된 시편의 표면에 생성된 산화물은 XR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

과를 그림 3-10-10에 나타내었다. HT9, FC92B, FC92N 시편에서는 FeCr2O4 산화물과 

Fe2O3 산화물이 주로 생성되었다. Cr-plated HT9 시편에서는 특정 산화물(Cr2O3)은 검출되

지 않았고 Cr과 금속 기지(matrix)의 신호만 검출되었다. 이는 Cr 도금의 표면접착 문제 혹

은 침지시험 중 시편이 시편 홀더(304SS)와의 접촉등으로 인해 Cr-plated HT9 시편의 E0 

값에 영향을 받았음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림 3-10-8의 Pourbaix diagram에 Cr-Fe-H2O 

시스템에 도시된 생성가능한 산화물의 domain에서 예측되었듯이 실제 시편에서 FeCr2O4 산

화물이 생성된 것은 올바르게 예측 되었으나 시편표면에서 Fe2O3 산화물이 생성된 것은 예측

된 결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Cr-plated HT9 시편에서는 예측과 다르게 Cr2O3 산화물이 생

성되지 않았으며, 이는 시편홀더와의 통전에 따른 부식전위의 변화, 혹은 최적화 되지 않은 

Cr 도금법으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0-10. HT9, FC92B, FC92N, Cr-plated 

HT9 시편 표면 산화물의 XRD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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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편들의 단면을 분석하기 위해 시편단면을 마운팅 후 폴리싱하여 SEM 및 EDS으로 

관찰하여 그림 3-10-11에 나타내었다. HT9의 경우, 96시간 및 800시간 노출시편 모두에서 

특별한 산화막층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림 3-10-11. 300도에서 96시간 및 800시간 침지된 HT9, FC92B, FC92N, 

Cr-plated HT9 시편의 SEM 표면 사진 

XRD에서는 검출된 산화물 결과가 단면 SEM 이미지에서 관찰되지 않은 것은 산화물이 시

편 표면 특정위치에서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고, 시편 홀더에서 가장 상부에 설치되었던 HT9 

시편이 오토클레이브 가압과정에서 물이 증발되며 수위가 낮아진 영향으로 인하여 시편이 

800시간의 노출시간 동안 일부만 수용액에 노출되었고, 이에 미세조직 관찰 시 수용액에 노출

되지 않은 부위를 관찰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FC92B 및 FC92N 시편의 경우, 96시간 

및 800시간 노출시편에서 약 1μm 두께의 산화막이 성장한 것이 관찰되었다. 두 타입의 시편 

모두에서 96시간 노출시, 800시간 노출된 시편과 비교하여 두께성장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

았지만, FC92B의 경우 800시간 시편에서 더욱 견고한 형태의 산화막으로 발달하였고, 

FC92N 800시간 노출된 시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견고하게 발달하였으나 몇 군데에서 

균열이 발생하였음이 관찰되었다. 

앞서 XRD를 이용하여 시편 표면에서 산화막 조성을 분석하였으나, 그림 3-10-12에 표기

된 곳에서 EDS를 통하여 산화막 조성에 대한 추가분석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그림 3-10-13

에 나타내었다. 그림 3-10-12에 표기된 1,2,3,4 위치에서 EDS 조성분석을 한 결과, 1 위치

에서는 Fe-Cr-O 계 산화물(FeCr2O4)로 추정되며 2,3,4 위치에서는 Fe-O 계 산화물(Fe2O3)

로 추정된다. 단면에서의 EDS분석은 1 포인트씩 분석하였으므로 XRD에서 검출된 두 가지 

타입의 산화물 중 하나만 임의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10-12에 표기된 5, 6위치

는 Cr 도금층이며 SEM 이미지에서 명암이 다르게 관찰이 되나 EDS 분석결과 조성에는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치 7,8,9에서도 마찬가지로 명암이 다르나 조성에는 차이가 없

었다. 이전에 언급한 내면도금된 HT9 피복관의 경우, 그림 3-10-14과 같이 800시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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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피복관 내면 Cr도금층 위에 약 3μm두께의 산화물이 성장한 것이 관찰되었으며 10,11 위

치에서 EDS 분석결과 Cr2O3가 생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3-10-12. 300도에서 96시간 및 800시간 침지된 HT9, FC92B, FC92N, 

Cr-plated HT9 시편의 SEM 단면 사진

그림 3-10-13. 산화막 조성의 EDS 분석 결과 (그림 8-12에 표기된 1, 2, 3, 4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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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4. 내면 Cr 도금한 피복관의 SEM 이미지 및 EDS 분석 결과 

2. 코팅 피복관 시제품 성능 시험평가 보고서  

제작한 배리어 피복재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상호반응 현상을 모사할 확산쌍 시험을 수행하

였다. 핵연료 재료와 배리어 피복재를 상호 맞닿게 한 후,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한 지그에 넣

고 클램프를 사용하여 체결하여 인위적인 접촉을 유도하였다. 시편 체결과 함께 석영관에 넣

은 후 진공 밀봉하여 열처리로에 일정 온도 및 시간 동안 어닐링 후 공기 중에서 냉각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모의 금속연료는 핵분열 생성물인 Ce와 Nd가 각각 1:1 함유한 재료를 사용하

였으며 진공아크 용해를 이용하여 제조 및 가공 후 시험에 사용하였다. SFR 핵연료의 설계온

도가 650℃이며 이의 기준이 피복재 중간두께 온도 (mid wall temperature)고 FCCI는 피복

재 중간두께 온도 보다 온도가 높은 피복관 안쪽 면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를 가정하여 10℃ 

높은 온도로 실험 조건을 설정하였다. 시험은 660℃에서 25시간 동안 진공 열처리 후 냉각하

였으며 냉각시 금속조직의 불필요한 변태를 막기 위하여 시험 종료 후 물에 담궈 급랭하였다. 

시험 후 시편의 단면을 절단한 후에 마운팅 및 폴리싱을 거쳐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scoscopy)을 이용한 미세조직 관찰을 수행하였다. 그림 3-10-15는 Cr 도금 피

복재에 대한 노외 확산쌍 시험결과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도금 처리하지 않은 시편의 경우, 그

림 3-10-15(a)와 같이 피복재의 Fe가 희토류 방향으로 확산하며 (A 참고) 확산하지 않는 Cr

은 Fe의 확산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아지며 공융에 의한 액상의 형성과 구성원소 확산

에 따른 Kirkendall 현상에 의하여 불규칙한 계면 형상 (B 참고)을 보이고 있다. 초기 경계면 

(점선) 대비 희토류 성분이 피복재로 침투하였으며 침투 깊이는 약 186.5 ㎛이다 (B+C 참고). 

Cr 도금 피복관의 경우, 그림 3-10-15(b)~(d)와 같이 희토류와 피복재가 분리되어 상호반응

을 방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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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5. 내면 Cr 도금한 피복관의 SEM 및 EDS 분석 결과 

고온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제조한 산화막 시험편에 대하여 노외 확산쌍 시험을 이용한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800시간 노출된 시편 중 산화막이 고르게 생성되었다고 판단이 된 

FC92B 시편과 Cr-plated HT9시편을 선정하여 지름 8mm 및 두께 2mm의 원형판으로 가

공하여 확산쌍 시험을 진행하였다. 확산쌍 시험에 사용된 재료는 50Ce-50Nd 합금을 사용하

였으며, 660℃에서 25시간 동안 산화막 생성된 FC92B 시편(그림 3-10-16)조건과 

Cr-plated HT9시편(그림 3-10-17)조건의 확산쌍 시험결과를 다음에 나타내었다. 그림 

3-10-16에서 왼쪽이 Ce-Nd 합금, 오른쪽이 FC92B 시편이다. 확산쌍 시험 후 Cr 및 Fe 성

분이 Ce-Nd 합금 위치에서 검출이 되었으며, 동시에 Ce 및 Nd 성분이 FC92B 시편위치에

서 검출이 되었다. 이는 FC92B 표면에 존재하였던 약 1μm 두께의 산화막이 확산쌍 시험 중 

상호 시편의 원소들의 확산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라 사료된다. 추후 시험

에서는 보다 견고하고 두꺼운 산화막 형성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이 된다. 그림 3-10-17에서

도 마찬가지로 왼쪽이 Ce-Nd 합금, 오른쪽이 Cr-plated HT9 시편이다. 확산쌍 시험 후 Cr 

및 Fe 성분이 Ce-Nd 합금 위치에서 검출이 되었으며, 동시에 Ce 및 Nd 성분이 FC92B 시

편위치에서 검출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Cr 도금은 배리어 역할이 우수하다고 입증이 되었다. 

두 합금 사이에 Cr 피크가 검출이 된 것으로 보아 여전히 Cr 도금층이 존재하지만 (두께 약 

20μm 상당) 본 시험의 경우, 아직 Cr도금법이 최적화 되지 않아 존재하는 균열 사이로 두 

합금 사이의 상호 확산이 발생된 것으로 유추된다. 내면 Cr 도금한 피복관 시편을 이용하여 

추가 확산쌍 시험이 필요하며 향후 고온 건식분위기에서 산소분압을 조절하여 시편 표면에 견

고한 산화막(Cr2O3등)을 생성하여 배리어 특성을 향상시킬 방안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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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6. 800시간 노출된 FC92B 시편과 Ce-Nd의 확산쌍 시험결과 

그림 3-10-17. 800시간 노출된 Cr-plated HT9 시편과 Ce-Nd의 확산쌍 시험결과

평판 형상의 배리어 피복재 성능 시험 외에 제작한 배리어 피복관에 대한 노외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노외 성능 시험은 상호반응 현상을 모사하기 위한 노외 확산쌍 시험을 수행하였

다. 진공 아크법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내 핵분열 생성물 조성과 유사한 

53Nd-25Ce-16Pr-6La 합금을 제조하여 원판 형태로 가공하여 시험에 사용하였다. 곡면 형

상을 갖는 배리어 피복관 내면에 대한 확산쌍 시험방법을 수립하였다. 그림 3-10-18(a)와 같

이 피복관 제원에 적용할 확산쌍 시험 지그를 제작하여 피복관과 희토류 합금을 맞대어 나사

를 이용하여 밀착 후, 초자 밀봉하여 700℃에서 25시간 동안 확산쌍 시험을 수행하였다. 피복

관에 도금처리하지 않은 경우, 피복관의 Fe 성분과 희토류 합금의 Nd, Ce 성분이 상호 확산 

및 공정반응을 일으켜 그림 3-10-18(b)와 같이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하게 된다. 형성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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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두께는 약 195㎛로 Energy Dispersive Spectra (EDS)를 이용한 반응층 조성 분석 결

과, 반응층은 주로 RE2(Fe,Cr)17 (RE=Nd, Ce)계 금속간 화합물로 구성되었음이 관찰되었다. 

내면도금 피복관에 대한 확산쌍 시험 결과, 그림 3-10-18(c)와 같이 시험 후 희토류 합금과 

피복관이 분리될 정도로 반응층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구성원소 간 상호 확산도 발생하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0-18. (a) 배리어 피복관 노외 확산쌍 시험 개략도, 

(b) 희토류-피복관 상호반응 시험 결과, (c) 배리어 피복관 확산쌍 시험 결과 

3. 라이너 피복관 예비시제품 제조 (라이너 두께 100㎛) 

금속연료가 피복관의 재료와 공융 반응을 일으키면 연료봉이 쉽게 파손되어 원자로의 안정

성을 해치게 되며 이에 금속연료와 피복관의 공융반응을 회피할 기술이 필요하다. 소듐 냉각 

고속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 하나로 금속연료의 안정성 확보를 들 수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피복관 내부를 금속연료와 반응하지 않는 재질로 라이닝한 피복관의 개

발이 필요하다. 라이닝 공법은 다양한 금속을 결합하여 각 금속의 장점만을 취하는 복합재료

의 한 제조 기술로 라이닝 공법에는 크게 압연, 폭접, 확산, 육성, 폭접압연, 확산압연, 육성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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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주조압연이 있고 대부분 기술의 발전이 판재를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관형상(tube 

type)의 라이닝 공법은 최근 들어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100㎛의 두께를 갖는 

내면 라이너 피복관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라이너의 박형화에 따른 모관 형상의 검토와 

박형 라이너 및 피복관용 모관 제조 실험 및 조립인발 공정 설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100 ㎛ 

두께를 갖는 라이너 예비 시제품을 제조하였다.

가. 박형 라이너 및 피복관용 모관 제조 실험

박형 라이너를 제조하기 위한 라이너 피복관 압하율 설계를 수행하였다. 라이너 피복관을 

이용한 필거 공정을 표 3-10-2와 같이 설계하였다. 2015년도에 제작된 필거용 롤을 이용하

여 공정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필거용 맨드릴의 외경을 7.0 mm로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필거 

공정 후, 비파괴 두께 측정법인 무게 측정법을 이용하여 두께를 계산한 결과는 표 3-10-3에 

요약하였다. 무게 측정법을 이용한 라이너 피복관의 평균 두께는 약 0.126 mm로 얻어졌다. 

O.D
(mm)

T
(mm)

I.D
(mm)

단면적
(mm2)

Rd% 
(R.A.)

13 0.4 12.2 15.8256

7.4 0.1 7.2 2.2922 0.86

표 3-10-2. 라이너 피복관 필거 공정 압하율 설계

번호 O.D O.R I.D I.R L 무게(g) 계산된 T

1 7.3 3.65 7.034 3.517 502 10.61 0.133

2 7.3 3.65 7.061 3.531 495 9.41 0.119

3 7.3 3.65 7.048 3.524 497 9.98 0.126

표 3-10-3. 무게 측정법을 이용한 라이너 피복관의 두께 계산 (mm) 

나. 최종 클래드 필거 공정을 위한 조립 인발 공정 설계

전 항목에서 기술한 200 ㎛급 라이너 피복관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조립 인발 공정을 설계

하였다. 모관 및 라이너 관을 냉간 필거를 이용하여 박형화 한 후, 이를 그림 3-10-19와 같

이 조립하여 인발하여 최종적으로 이종금속이 결합된 라이너 피복관을 제조하는 공정을 선정

하였다. 박형화된 관을 조립 후 압하율 23%을 갖는 조립 인발 공정을 표 3-10-4와 같이 설

계하였다. 인발 공정 설계를 위한 낮은 압하율 적용 시 플러그 사용이 어려우며 플러그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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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는 공 인발 공정 시 내경의 두께가 불균일할 수 있다. 정밀관 제조를 위해 최종 필

거 공정시 맨드릴 삽입을 위해 조립관의 내경 및 외경 두께가 일정한 플러그 인발 공정 적용

이 필요하며 조립 인발 공정을 위한 추가 공정 설계 및 인발 장비 개선 필요하다. 이를 위하

여 필거 장비 개선을 수행하였다. 필거 공정시 관 이송량 개선을 위하여 스크류바 지지대를 

설치하였다. 관 사이즈의 소형화에 따라 균일한 압하율 달성을 위해서는 이송량 감소 필요가 

필요하다. 이에 최적 이송량을 1 cycle 당 6mm에서 2mm로 감소시켰다. 맨드릴 및 롤의 기

어 부 완충 장치를 설치하여 금형의 충격으로 인한 피복관의 찍힘 문제를 해결하였다. 필거 

롤 후방 지지대를 설치하여 필거롤을 통과한 박형화된 라이너 피복관의 휘어짐을 방지하였다.

O.D (mm) T (mm) I.D (mm) 단면적 (mm2) Rd%

조립관 9.53 1 7 32.98

조립인발 공정 8.1 1.18 5.75 25.55 23%

표 3-10-4. 조립 인발 공정 설계 

그림 3-10-19. 조립 인발 공정 후 조립관의 두께 측정

다. 라이너 두께 100 ㎛ 예비 시제품 제조

도출한 라이너 피복관 요소기술을 결합하여 100 ㎛ 두께를 갖는 라이너 피복관 예비 시제

품을 제조하였다. 박형 라이너관 제조를 위한 금형 설계 및 제작을 수행하였다. 외경 9.53 

mm에서 7.40 mm로 감소하는 필거용 맨드릴 및 롤 금형을 설계하였으며 설계한 맨드릴 및 

롤의 제작 및 설치를 수행하였다. 라이너 피복관의 소형화에 따라 제작한 맨드릴의 단면이 감

소하여 동일한 압하율 적용시 단위 면적당 맨드릴의 하중이 증가하는 문제를 가지며 이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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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강도를 갖는 맨드릴 소재 가공 및 선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맨드릴 소재에 용접 

공정을 적용하여 일체형 맨드릴을 제작하였다. 조립관 제작을 위한 피복관 모관 인발 공정 설

계를 수행하였다. 치수에 맞는 HT9 모관을 입수하지 못한 관계로 HT9과 유사한 조성을 갖는 

422계 스테인리스강 모재를 입수하여 그림 3-10-20와 같은 인발 스케쥴에 따라 인발을 수행

하였다. 가공성 확보를 위하여 각 인발 공정 후 고온 열처리(1050℃) 및 저온 열처리(720℃)

를 수행하였다. 

그림 3-10-20. 피복관의 최종 인발 스케줄 

라이너 예비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정 설계를 수행하였다. 피복관과 라이너 피복관의 완전

한 결합을 위해 조립을 위한 인발 공정과 용접 공정으로 나누어 그림 3-10-21과 같이 설계하

였다. 조립 인발 공정을 위한 최종 필거 공정은 압하율 30%로 조립 인발을 실시한 후 압하율 

44%로 최종 필거를 진행하였으며 스팟 용접에 의한 1Pass 최종 클래드 필거의 압하율은 

61%로 설계하였다. 조립 인발시 내부 플러그에 의한 라이너 관의 밀림문제를 방지하기 위하

여 조립 후 스팟 용접을 사용한 최종 클래드 필거 공정을 진행하였다. 1pass 필거 공정으로 

제작된 100 ㎛급 라이너 피복관에 대한 열처리를 수행하였으며 최종 사이즈 피복관 모관(O.D 

: 9.53 mm, T : 0.8 mm)에 대한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예비 시제품 제작을 위한 필거 공정

의 단면 압하율 설계는 61%이고 단면 두께 분석 후 압하율은 표 3-10-5와 같이 65%로 나타

났다. 클래드 필거 공정을 진행한 라이너 피복관과 피복관의 단면 압하율을 각각 계산한 결과, 

표 3-10-6과 같이 라이너 피복관 및 피복관 모관의 압하율은 각각 61% 및 53%로 나타났다. 

클래드 필거 공정으로 피복관 대비 라이너 피복관의 변형은 약 87%로 나타났으며 예비 시제

품의 피복관 시제품 단면은 그림 3-10-22와 같이 최대 506 ㎛, 최소 461 ㎛로 나타났으며 

예비 시제품의 라이너 피복관 단면은 최대 70 ㎛, 최소 61 ㎛로 나타났다. 1 Pass 필거 공정

으로 제작된 예비 시제품의 피복관의 평균 두께는 그림 3-10-22와 같이 484 ㎛, 라이너 피

복관의 두께는 65 ㎛로 계산되었다. 그림 3-10-23은 라이너 예비시제품에 대한 미세조직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당초 100㎛ 두께의 라이너 피복관 제조를 설계하였으나 제조 결과, 기존 

롤과의 오차로 인한 유압 증가로 설계된 예상 압하율보다 높은 압하율이 적용되었으며 향후 

최적화된 유압 적용을 이용한 라이너 피복관 냉간가공량 설정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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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1. 예비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정 설계 

 

O.D (mm) T (mm) I.D (mm) 단면적 (mm2) Rd%

조립관 9.53 1.00 7.00 32.83

예비 시제품 7.25 0.55 6.10 11.48 65

표 3-10-5. 예비 시제품의 단면 압하율 

O.D (mm) T (mm) I.D (mm) 단면적 (mm2) Rd%

Zircaloy-4 

라이너 

B-1 7.30 0.15 7.01 3.26 

After 6.28 0.07 6.15 1.27 61%

피복관 

모관

조립관 9.53 0.80 7.93 21.96 

After 7.25 0.48 6.28 10.28 53%

표 3-10-6. 피복관 모관 및 Zircaloy-4 라이너의 각 압하율 

그림 3-10-22. 제작된 100 ㎛급 예비 시제품의 위치별 단면 형상 및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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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3. 100 ㎛급 라이너 예비 시제품의 단면 분석

4. 라이너 피복관 예비시제품 성능 시험평가 보고서 

제작한 라이너 피복관이 원자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복관에 대한 노, 내외 성능 시험

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제작한 라이너 피복관 예비시제품에 대한 성능항목을 분석하였으며 

예비시제품 성능시험을 위한 배리어 변형시험기기를 제작하였으며 피복관에 대한 예비시험을 

수행하였다.

가. 성능항목 분석

라이너 피복관 노내, 외 성능항목은 크게 기본 성능, 기계적 성능과 열, 화학적 성능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기본 성능으로 라이너 피복관의 치수 평가와 피복관의 내, 외면 결함상태를 평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계적 성능은 원자로 정상 운전 조건에서의 내압 크리프 (노외, 노내)

와 원자로 과도상태 중의 피복관의 변형 거동, 비조사 및 조사 환경에서의 인장 성능이 필수

적이며 향후 유체유발 진동 및 부하추종 운전시 예상되는 피복관 피로현상에 대한 물성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열, 화학적 성능은 금속연료-피복관 상호확산을 방지하는 성능과 소듐 냉각

재에 대한 장기 양립성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종금속 간 열팽창 거동 및 중성자 조사환경

에서의 이종금속 조사팽윤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이너 피복관이 장입된 핵연료의 성

능 해석 코드의 입력자료로서 코팅재 또는 라이너 부위의 열전도도 및 열팽창 계수, 비열과 

같은 열적 특성과 중성자 흡수성과 같은 핵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작된 피복관

에 대한 연료봉 제작시 봉단마개 용접 공정에 따른 코팅층 및 라이너 층의 용접부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목별 라이너 피복관의 성능항목을 표 3-10-7에 요약,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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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항목 개요

기본 성능
제원 - 라이너 피복관의 치수 평가 (모관부, 라이닝 부위의 치수)

결함 - 라이너 피복관의 내, 외면 결함

기계적 

성능

내압 크리프 (노외)
- 피복관 노외 크리프 파단 수명 평가

- 피복관 노외 크리프 변형 평가

내압 크리프 (노내) - 피복관 노내 크리프 변형 평가

변형 거동
- 과도상태 피복관 변형 거동 평가 (Ramp, Ramp and 

hold)

소듐 양립성 - 소듐 환경에서 피복관의 크리프 변형 및 파단 수명 평가

인장 - 피복관 노외, 노내 인장특성 평가 (축방향, 원주방향)

피로 - 피복관 고주기, 저주기 피로특성 평가

열, 

화학적 

성능

FCCI 거동 (노외) - 금속연료-라이너 피복관 노외 확산쌍 시험

FCCI 거동 (노내) - 조사연료봉 핫셀 가열 시험

조사 팽윤
- 고속중성자 조사 환경에서의 라이너 피복관 샘플의 치

수안정성 평가

열전도도 - 내면 라이닝의 열전도도 평가

열팽창 계수 - 내면 라이닝의 열팽창 계수 평가

비열 - 라이너 피복관의 비열 평가

용접성 - 라이너 피복관  봉단마개의 용접성 평가 

표 3-10-7. 라이너 피복관 성능항목 

나. 배리어 변형시험기기 제작

라이너 피복관은 상호반응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성 소재인 라이너 부와  핵연료

의 하중을 지지하는 모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종금속으로 냉간가공 및 열처리와 같

은 열, 기계적 공정에 의하여 접합되어 있다. 이러한 라이너 피복관은 원자로 가동조건에서 재

료물성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변형거동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종금속간 변형의 불일

치에 따른 피복관의 건전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피복관의 변형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기기를 구축하였다. 원자로 가동 조건에서 소듐냉각 고속로의 주요 변형 요인이 크

리프이며 이에 피복관의 크리프 변형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장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배

리어 피복관 변형시험장치를 그림 3-10-24과 같이 제작, 구축하였다. 시험기기는 swagelok

으로 밀봉한 피복관 한면에 제어된 내압을 주입하고 일정한 내압에 따라 시험온도에서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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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피복관의 반경방향 변형량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비이다. 비접촉 방식인 레이

저 micrometer를 이용하여 피복관의 변형량을 측정하며 이를 위하여 가열로 일부를 관통하

여 quartz를 이용한 viewport를 가공하여 레이저의 투과 및 측정을 용이하게 설계하였다. 레

이저 센서는 서보모터를 이용하여 축방향으로 지정된 시간 간격 동안 일정한 위치로 이동하여 

축방향에 따른 피복관의 변형을 측정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viewport 가공시 해당 부위로 

열이 발산하여 가열 zone이 불균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균일한 축방향 변형량

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피복관의 길이를 viewport 크기로 가공하여 피복관의 축방

향 변형량이 시험기간 동안 그림 3-10-25과 같이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10-24. 배리어 피복관 변형시험기기 개략도

그림 3-10-25. 배리어 피복관 변형시험기기 예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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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1단계(2013 ~ 2014년) 연구개발 실적 및 기

여도 

제2절 2단계(2015 ~ 2016년) 연구개발 실적 및 기

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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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1단계(2013 ~ 2014년) 연구개발 실적 및 기여도

4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  고

금속연료심 첨단제조기술 시험평가 40 100

금속
연료심 

첨단제조
기술 

시험평가

-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 및 
특성시험

희토류 연료심 
제조시험

희토류 연료심 
특성시험

희토류 연료심 제조 
특성평가

- 원자력(연) 개발 특허출원기술인 개량사출주조법 및 중력주조법

으로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시험을 수행하여, 

U-10Zr-10RE 연료심( 5x300mm)을 건전하게 주조하는데 

성공함  

- 금속연료심의 희토류 함량, 희토류 석출물 분포상태, 주조결함 

및 합금조성 균일상태를 나타내는 밀도는 매우 균일하고, 연료

손실율도 매우 낮게 (~0.2%) 나타남 

- 중력주조법 보다 원자력(연) 개발기술인 개량사출주조법이 상대

적으로 높은 RE 원소 회수율과 낮은 연료손실율을 나타냄 

- 건전한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을 성공적으로 제조하여, 파이로 

공정에서 제조되는 희토류 고함량(10wt.%) 핵연료 원료물질에 

대한, 희토류 고함량(10wt.%RE) 연료심 제조 타당성을 확인함

- 건전한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의 성공적인 제조를 통해,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 가능성을 확인함 

- 휘발방지 연료심 
주조방법 평가

휘발방지 연료심 
제조시험

휘발방지 연료심 
특성평가

휘발방지 연료심 
주조방법 선정

- 공정변수 연구를 수행하여 용해온도 미세제어로 주조 재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함

- 원자력연구원에서 창안한 휘발방지 개량사출주조 및 특성시험을 

수행하여, 주조공정변수의 최적화로 석영관 전체주형길이 

250mm의 휘발방지 연료심을 건전하게 제조하는데 성공함

- 우수한 주조 건전성, 품질성 및 낮은 연료손실율을 가지는 재순

환 휘발 연료심 제조에 적합한 개량사출주조기술을 개발함

- 휘발방지 연료심 개량사출주조변수 최적화 기반을 확보하고, 건

전한 휘발방지 연료심 제조를 통하여 개량사출주조기술 타당성 

확인하여 신기술로 특허출원함

-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개량사출주조 방식은 휘발방지가 가능하며 

우수한 품질을 가지며 원자력(연) 고유의 신기술인 연료심 개량

사출 주조 타당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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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  고

- 입자형 금속연료 
제조성 평가

입자연료 금속연료 
제조공정 개발

입자형 금속연료 
제조성 평가

입자형 금속연료 물성 
평가

- 원자력(연) 창안한 원심분무기술을 활용하여 무(無)주형으로 분

말입자를 고수율로 생산 가능한 혁신적인 입자형 연료 신기술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입자연료 제조방법을 연구함

- 원심분무법으로 U-10Zr 합금 구형 분말을 제조하여 분말크기

별로, 소결온도별로 입자연료 소결체를 제조시험을 수행함

- 입자형 금속연료 
제조성 평가

입자연료 금속연료 
제조공정 개발

입자형 금속연료 
제조성 평가

입자형 금속연료 물성 
평가

- U-Zr 입자크기별 소결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325mesh 이하, 
100mesh∼70mesh, 그리고 50 mesh 이상으로 3종류로 분
류하여 소결시험을 수행함

- 소결온도 1,100℃, 1,200℃에 대해 45μm, 90∼150μm, 
300μm 이상의 입자에 대해 입자크기 영향 평가를 수행함

- 금속연료 소결체에 대한 특성분석을 수행하여 입자형 연료 
pellet의 제조성을 평가함

- 분말입자크기 및 소결온도/시간에 따른 소결체 
  제조조건을 연구하여 입자연료의 소결체 제조 
  타당성을 확인함
- 원심분무기술을 활용하여 마이너 악티나이드의 증발이 억제되는 

분위기에서 입자연료 신기술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소결체 
제조시험을 수행하여 압분공정 불필요한 소결체 제조조건을 개
발하여 입자연료의 소결체 제조 타당성을 확인함.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 설계 제작 60 100

금속연료
심 

원격제조
장치 설계

- 연료심 제조방법 
원격성 평가

제조방법 원격성 모델 
설계 

제조방법 원격성 평가

- 원자력연구원에서 창안, 개발한 개량사출주조법을 통해서 휘발

방지 연료심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기술을 토대로 

재순환 연료심 원격제조장치를 제작하고자 장치를 설계하고 원

격성을 평가함   

- 원격 개량사출주조장치 2D 설계 완료하여, 단순화, 모듈화, 원

격성 및 주조성능 향상에 주안점을 둔 휘발방지 개량사출 원격

주조장치 3D 모델을 설계함

- 원격취급수단을 이용하여 원격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진행하

여 개량사출주조 원격 취급성 평가를 수행함.

- 연료심 사출주조 원격제조장치는 크게 프레임 모듈, 장치 이송 

모듈, 챔브 모듈, 리프트 실린더 모듈로 구성되어 가상 원격 취

급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성을 평가함

- 휘발방지가 가능하며 우수한 품질을 가지는 연료심 개량사출 주

조 신기술에 대해, 원격 주조장치를 설계하고 원격성을 평가하

여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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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  고

-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설계 개선

원격제조장치 모듈식 
설계개선

개량 원격제조장치 
원격성 평가

- 시뮬레이터에 구축된 가상 연료심 제조장치를 실제 제조시설에

서 사용될 동일한 가상 원격 취급장치와 가상 원격취급공구를 

이용하여 각 구성 모듈의 원격성을 평가함

- 설계 개선 연료심 원격제조장치는 원격 운전과 구성 모듈의 고

장시 원격 유지보수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설계 단계에서 연료심 제조장치의 3D 설계모델은 시뮬레이터에

서 원격성을 평가한 후,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설계에 재반영 반

복 수행하여 설계의 완성도를 크게 향상시킴

-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상세설계

원격제조장치 설계 
보완

원격제조장치 원격성 
평가

- 유지보수가 가능하며 원격취급이 용이하게 챔버모듈, 도가니모

듈, 연료심 주조주형모듈, 센서모듈, 주조주형이송모듈, 모니터

링모듈, 진공펌프모듈로 각각 모듈형으로 설계를 개선

-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원격 취급성 및 유지보수성을 증대

시키는 관점에서 구성 모듈을 세분화, 3차원으로 모델링하여 설

계를 개선하여 원격 취급성을 평가하고 설계 개량

- 비수냉식 유도코일 
가열시험

유도코일 설계 제작
예비가열 시험평가
장치 개선 및 유도코일 
시험평가

- 용해용량을 공학규모인 5kg 이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수냉 유도가열코일 시험용 고주파 발진기와 유도코일시스템을 

설계하여 장치를 개선

- 유도코일 가열시에도 방전방지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고주파 발

진장치의 유도코일 임피던스를 조정하여 코일간 방전방지에 성

공함 

- 재순환연료 주조온도인 1600℃ 이상 비수냉 가열시험을 수행하

여 냉각가스 출구온도를 제어하고, 가열후 용탕 교반상태 양호

함을 확인함

- 재순환연료 주조온도 이상 건전한 유도코일상태로 성공적으로 

도달하였으며, 안전성 및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비수냉 유도코

일 가열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여, 향후 원격제조장치에 활용 가

능성이 매우 높음 



- 394 -

제2절 2단계(2015 ~ 2016년) 연구개발 실적 및 기여도

세부 연구
목표

연구개발목표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재순환 금속연료심 제조기술 개발 30 100

재순환 

금속연료심 

제조기술 

개발 

- 희토류 고함량 연

료심 제조공정변수 

개발 

- 실험실 규모(약 500g/batch) 개량사출주조 장치의 

주조용량을 증대하고 도가니, 흑연단열재, 주형홀드, 

주형집합체 이송 실린더, 주형 예열장치 등을 설계 개

량함.

- 개조된 장치를 이용한 개량사출주조법으로 제조공정변

수를 제어하여 약 2.5kg/batch용량의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13ea/batch 제조 성공함. 

- 희토류 원소와 접촉하여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용해 

도가니와 석영 몰드는 고온에서 안정한 세라믹 재료로 

코팅함.

- 희토류 원소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연료물질을 용융하

고 출탕되기까지의  소요시간을 최적화 함.

- 휘발방지 연료심 

제조공정변수 개발   

- 제조공정 변수 중 압력 변화로 인한 사출주조 방식과 

고주파 유도용해 시 휘발방지가 가능하며 우수한 품질

을 갖는 연료심 사출주조 타당성 확인

- 가압 압력, 시간 변수조절 및 온도 변화에 따른 휘발

방지 공정변수 영향 도출

- 상용 용해 주조 방법보다 고압 장치 설계를 반영하여 

압력변수 상세 조건 실험 필요성 확인

- 희토류 고함량 연

료심 주조기술  

- 희토류 함량을 3wt%, 5wt%, 7wt%, 10wt%로 단

계적으로 증가시켜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다량 제조 

타당성을 평가함.  

- 희토류 연료심 RE 함유량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연료

심과 잔탕의 화학분석 및 미세조직 관찰 결과, 연료심 

내 희토류 함유량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고함

량 희토류 금속연료심 공정개발에 활용함

- 희토류 연료심 특성시험결과, 부위별 밀도편차는 

±0.3g/cm3로 균일하고, RE 함량도 균일 분포하며, 

연료손실율 평가에서도 U-10Zr-10RE 연료심 제조

시험에서 손실률 약 1.2%로 낮은 결과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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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토류 고함량 용

해주조 부품 적용성 

평가

- 흑연도가니와 플라즈마 코팅층간의 박리문제 를 개선

하고자 SiC를 CVR(: chemical vapor reaction) 방

법으로 접합코팅층을 적용함 

- SiC 코팅층은 도가니로부터 박리 및 희토류 고함량 

용탕 반응 없이 건전하게 존재함

- 희토류 금속연료 잔탕은 도가니로부터 건전 하게 분리

되고,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5- L300mm)을 건전

하게 제조함 

- 흑연도가니 희토류 고함량 용탕반응을 방지 하고자 고

온 세라믹 플라즈마코팅 수행하여, Y2O3 및 TaC 코

팅재의 우수한 성능 확인 

- 세라믹 도가니 재료 금속연료 용탕반응시험 수행하여, 

Y2O3 세라믹 재료의 우수한 반응방지 성능을 확인함

- 휘발방지 연료심 

주조기술

- 고휘발성 Am 대체 물질인 Sm과 Mn을 활용하여 휘

발방지 사출주조 기술 개발

- 가압압력, 시간변수 변경에 의한 휘발방지 사출주조 

용해기술성 확보

- 기존 용해온도보다 상대적으로 저온 (1450℃) 용해 

주조로 건전한 연료심 제조 가능성 확인

- U-Zr-RE-(Sm, Mn) 연료심 건전 제조를 통하여 휘

발방지 주조기술 확보

- Am함유 TRU 핵연료의 손실제어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금속연료심 원격제조기술 개발  20 100

재순환 

금속연료심 

제조기술 

개발

- 연료심 원격제조시

스템 설계 개량  

- 비원격 개량 사출주조장치를 이용한 실제 연료심 제조

시험 평가를 통해 연료심 원격제조시스템 설계를 구체

화하고 장치 개념을 정립함

- 원격 조작에 의한 연료심 제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격장치 개념을 개선하고 설계를 개량함으로서 향후 

원격조작에 의한 TRU 핵연료 연료심 제조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됨

-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모의 예비성능 평가

-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부대설비로서 파이로 원료절단/

계량장치, 탈주형장치, 연료심 표면 산화물 제거장치, 

연료심 절단장치를 3D 개념 설계함

-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부대설비는 원격 조작장치에 의

한 원격작업성과 원격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순화, 모듈화 설계되었고 향후 대량생산체계를 고려

하여 3D 개념 설계함으로서 고방사성 TRU 핵연료 

연료심 제조기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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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연료심 원격제

조 시스템 상세설계 

-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시스템 설계 개량연구를 통해 개

념 설계된 재순환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부대설비 부품 

사양을 정립하고 원격운전을 고려하여 장치모듈을 3D 

상세 설계함

- 금속연료심 주조장치 부대설비는 금속연료심 제조공정

에 필요한 부대설비로서, 원료 절단장치, 성분조정 장

치, 탈주형 장치, 금속연료심 표면연마 장치, 금속연료

심 절단장치로 구성함

- 설계된 금속연료심 주조장치 부대설비는 원격 조작기

구를 사용하여 원격 취급성 및 유지보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함

- 향후 원격운용에 의한 TRU 핵연료 연료심 대량 제조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금속연료심 원격제

조장치 모의 성능평

가

- 개량사출주조법을 토대로 설계된 재순환 연료심 원격

제조장치 부대설비의 원격 성능을 평가함  

- 원격 금속연료심 주조장치 부대설비는 금속연료심 제

조공정에 필요한 부대설비로서, 원료 절단장치, 성분

조정 장치, 탈주형 장치, 금속연료심 표면연마 장치, 

금속연료심 절단장치로 구성됨

- 핫셀에서 공학규모로 금속연료심 제조장치 부대설비의 

원격 유지보수 타당성과 원격 운용의 용이성을 가상 

원격 취급장치를 이용하여 원격 성능을 평가함

- 공학규모 금속연료심 제조장치 부대설비의 원격 취급

성 및 유지보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성 모듈을 세

분화하고 3차원으로 모델링하여 설계 개선함

- 금속연료심 제조 

스크랩 재활용 개념 

도출

- U-10Zr 및 U-10Zr-RE 연료심 heel 스크랩을 질산

용액으로 세척하고 그 특성을 분석함  

- 금속연료심 heel 스크랩을 산세척 하고, U-10Zr 및 

U-10Zr-RE 금속연료심 재활용 제조시험을 수행함 

- 재활용 금속연료심의 주조 건전성을 확인 하고, 그 특

성을 평가하여 금속연료심 스크랩 재활용 타당성을 평

가함

- 핵폐기물인 금속연료심 스크랩을 재활용 타당성을 확

인하여, 스크랩 핵폐기물 감소 및 연료심 수율 증대의 

재활용 개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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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순환 금속연료 성능 평가 20 100

재순환 

금속연료 

성능 평가

- 희토류 함유 금속

연료 특성 평가

- 희토류 금속연료 거동 특성 평가를 위하여 제조성, 물

성, 노외상호반응시험 결과, EBR-II 등의 국외 조사

시험 및 국내 하나로 조사시험  자료 등 희토류 영향 

평가를 위한 제반 자료를 평가함.

- 100% 희토류의 피복재 영향 평가를 위하여 

Mischmetal (70Ce-30La), 다원계 및 2원계 RE 

합금을 이용한 노외 상호반응시험 결과를 평가하고 온

도, 시간에 따른 평가 DB를 구축함.

- EBR-II DB를 활용, U-Zr 연료에 적용된 희토류 침

투율 모델에 대하여 EBR-II 조사이력을 활용한 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

- 모델내 주요 변수인 활성화에너지 민감도 평가를 기반

으로 향후 하나로 조사시험, EBR-II 조사시험 및 상

호반응 DB를 활용, 희토류 함량별로 희토류의 침투율

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희토류함유  금속

연료 과도상태 핫셀 

모사시험 (기존 저연

소도 하나로 조사시

험 시편 활용)

- 과도상태 핫셀 모사시험을 위하여 진공 상태를 유지하

여 연료의 산화를 방지하는 가열로 튜브를 설계 제작

후, 핫셀에 설치함.

- 피복재의 과도상태 거동을 간편하게 상대 비교하고 산

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 상태 모사시험용 지그를 

제작함

-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Misch metal (La 70%, Ce 

30%)과 Gr92 강을 이용하여 예비 시험을 수행함.

- 공기중과 진공조건에서 과도상태 시험 결과, 공기조건

에서는 연료심이 산화되었으나, 진공조건에서는 시편

의 상하좌우에 반응층이 형성됨을 관찰하여, 과도상태 

모사시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재순환 금속연료 

희토류 거동 모델

- 금속연료 주요 현안 중의 하나인 희토류 침투율을 평

가하기 위하여, 재순환 금속연료에 포함되는 희토류 

함량별로 침투율을 평가할 수 있는 예비 모델을 설정함. 

- 희토류 침투 모델은 EBR-II에서 검증되어 

LIFE-METAL에 활용된 모델을 기반으로 EBR-II 

DB, 하나로  DB, 희토류 노외 상호반응 시험 결과 

및 OECD에서 생산한 상태도를 평가하여 설정함. 

- 시간-온도 종속 모델, 초기 연소도 고려 모델 및 활

성화 에너지를 고려한 연소도 고려 모델 등 3개 모델

로 구분하여, 민감도 분석 및 최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모델을 개발함. 

- 향후 노내 조사시험 및 노외 상호반응 시험에 의한 

지속적인 모델 검증 및 변수 최적화를 통하여 희토류 

함량 제한치 및 온도 제한치 설정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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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리어 피복관 

ATR 조사시험 착수

- KAERI 제공 Cr 배리어를 포함한 배리어 피복관 

ATR 조사시험 (AFC-4C)을 2016년 2월 착수함. 

- 2016년 11월 현재, 최대 선출력은  290 ~ 324 

W/cm, 최대 연소도는 1.1at%로 평가되었으며, INL

의 제조 보고서 및 조사이력 평가보고서 등을 KAERI

와 공유하기로 함.

- INL과 긴밀한 기술적 협력을 통하여 KAERI 개발 배

리어 및 INL 개발 배리어를 ATR에서 동시에 조사시

험을 수행하고, 상호간의 배리어 타당성을 공동 평가

하기로 합의함.  

- 2018년에 착수할 ATR 조사시험에 대해서 연료봉 개

수, 피복관 종류, TRU 함량, 최대 피복관 내면 온도, 

연소도 등을 INL과 공동으로 설정하여, 한미 공동연

구 일정을 준수하고 TRU 핵연료의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구축함.

배리어 피복관 제조 기술 개발 30 100

배리어 

피복관 

제조 기술 

개발

- 코팅 피복관 예비

시제품 제조 및 성능

평가

- 전해도금 방법을 이용하여 길이 150mm, 7.4mm 및 

5.8mm 외경의 HT9 피복관 내면에 20㎛ 두께의 Cr 

층을 도금함

- 도금 피복관에 대한 기계적 성능시험 (인장 및 파열시

험) 결과, Cr 도금 피복관은 연료봉의 허용 변형기준

인 1%을 상회하는 연성을 보임.

- 시험장비 1건에 대한 제작, 구축 완료함. (피복관 이

온질화시험장비)

-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피복재 산화막 생성 연구를 

수행함. 수용액별 스크린 테스트 및 산화막 생성 조건 

수립 (pH 조건 및 OCP 조건 설정) 완료함. 

- 배리어 기술의 튜브 적용성 타진하여 배리어 피복관 

제조의 핵심기술 개발에 기여함.

- 라이너 피복관 예

비시제품 (라이너 두

께 200㎛) 제조 및 

성능평가

- 라이너용 튜브(Zircaloy-4)에 대한 기계적 성능시험 

수행하여 라이너용 튜브의 가공성을 평가함.

- 피복관 성형성 확보를 위하여 라이너용 튜브에 대한 

열처리 영향 연구를 수행함. 

- 공정 feedback을 통하여 최적의 냉간 필거공정 도출. 

200㎛ 두께의 Zircaloy-4/스테인리스강 라이너 튜브 

제조

- 라이너 피복관 요소기술 개발 및 200㎛ 두께의 라이

너 피복관 sample 제작 기술 개발로 100㎛ 두께의 

피복관 제조기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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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 피복관 시제

품 제조 및 성능평가

- 도금층 내 균열을 제어하는 기술 (pulse 도금 및 후

처리 공정)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수행 결과, 개선된 

FCCI 성능을 보임

- 연료심-피복관 상호반응 (FCCI) 모사 노외 확산쌍 시

험 결과, Cr 도금층은 FCCI를 방지하는 성능을 보임

-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고온 습식 분위기에서 산화

막 생성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약 1 μm 두께의 

Fe-Cr-O 계 산화막 성장을 확인함.

- 내부균열이 제어된 개선된 튜브 도금기술 개발로 배리

어 피복관 품질개선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실크기 규모

의 배리어 피복관 제조에 활용함.

- 라이너 피복관 예

비시제품 (라이너 두

께 100㎛) 제조 및 

성능평가

- 냉간가공 공정 (냉간 인발, 냉간 필거링)을 이용한 박

형 Zry-4 라이너 및 피복관용 모관 제조함.

- 박형 라이너 및 모관을 조립, 인발하여 100㎛의 공칭 

두께를 갖는 내면 Zry-4 라이닝 피복관 예비시제품을 

개발함. 

- 라이너 피복관 성능시험항목을 분석하였으며 시험장비 

1건에 대한 제작, 구축 완료함. 

   (배리어피복관 변형측정기)

- 100㎛ 두께의 라이너 피복관 예비시제품 제조기술 확

보로 향후 실크기 규모의 라이너 피복관 제조기술 개

발에 기여함.



- 400 -



- 401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재순환 금속연료심 제조기술 개발

제2절 금속연료심 원격제조기술 개발

제3절 재순환 금속연료 희토류 영향 평가

제4절 배리어 피복관 제조 기반기술 개발





- 403 -

제1절 재순환 금속연료심 제조기술 개발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주조기술 및 휘발방지 연료심 주조기술로 SFR 원형로 운전에 필요한 

재순환 노심 핵연료인 U-TRU-Zr 연료를 생산, 공급하기 위한 금속연료심 첨단제조기술 및 

원격제조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위 기술은 향후 SFR 파이로 재순환 핵연료주기 완성을 위한 

재순환 금속연료 개발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확보된 주조기술은 비원격 실험실 환경에서 

일회성의 사출주조공정을 활용하여 완성된 기술로서 이는 재활용/손실제어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성 및 핵비확산성을 확보하고 원격 제조기술을 통해 기술성확보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

이다.

제2절 금속연료심 원격제조기술 개발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 부대설비 성능평가를 통하여 부대설비 설계를 개선 및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부대설비는 2028년 가동예정인 소듐냉각고속로 원형로에 핵연료 공급

을 위한 금속연료심 원격제조공정 기술개발에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건설 예정인 핵연

료제조시설(TFMF) 인허가 신청을 위한 자료 생산에 활용될 계획이다. 희토류 고함량 금속연

료심 용해주조부품 기술이 개발되면, 용해주조부품 재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방사성 폐기물 감

소와 핫셀 원격작업 간편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속연료심 

제조 스크랩 재활용 개념 도출은 금속연료심 스크랩 재활용의 첫 성과로, 금속연료 스크랩 재

활용장치의 설계, 제작에 활용될 예정이다. 본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제조수율의 획기

적 증대, 금속연료 스크랩 핵폐기물 감소 뿐만 아니라 우라늄 이용률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제3절 재순환 금속연료 희토류 영향 평가

금속연료 주요 현안 중의 하나인 희토류 침투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희토류 영향 평

가 예비 모델은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확정하며, 파이로 연계 재순환연료의 희토류 함량 제한

치 및 연료봉 건전성 영향 평가에 활용한다. ATR 조사시험 자료, 금속연료 노외 상호반응 시

험 및 핫셀 고온 모사시험의 결과는 TRU 핵연료 DB 구축, 금속연료 성능분석코드 개발 및 

TRU 금속연료 설계에 직접 활용할 것이다. 또한, 연료심/피복재 상호반응 방지를 위해 개발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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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배리어의 ATR 조사시험 결과는 배리어 노내 성능 및 타당성을 평가한 후, 2018년에 계획

된 한미공동연구 ATR 조사시험에 활용할 예정이다. 

제4절 배리어 피복관 제조 기반기술 개발

전해도금법을 이용하여 내면에 20㎛ 두께의 도금층을 형성시킨 150mm 길이의 피복관 시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피복관 표면에 산화층을 자생적으로 형성시

키는 기반연구를 수행하였다. 전해도금 기술의 경우, 도금층 내 존재하는 도금균열에 대한 제

어기술의 개발 및 실 크기 규모의 피복관으로 scale-up 하는 기술 개발을 위한 선행기술로 

활용될 것이며, 산화막 피복관 기술은 형성된 피막의 수율 향상을 위한 공정 최적화연구로 이

어질 것이다. 라이너 피복관 기술은 최적화된 라이너 냉간가공량 설정 연구 및 실 크기 규모

의 피복관으로 scale-up 하는 기술 개발의 기반기술로 활용할 것이다. 개발한 핵심기술은 향

후 계획된 실 크기 규모의 배리어 피복관 시제품 기술 개발에 사용되며 SFR 원형로에 사용할 

배리어 피복관 제조에 필요한 기반 기술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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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본 보고서의 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 결과 “공개문서”로 구분한다.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결과 Y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

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결과

Y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결과
Y

4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전략기술과 관련된 연

구결과
Y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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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연구장비의 구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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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비수냉 진공 우라늄 용해용 고주파 power 

supply 및 유도코일

제2절 피복관 이온질화 시험장비

제3절 배리어 피복관 변형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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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비수냉 진공 우라늄 용해용 고주파 power supply 및 유도코일

소듐냉각고속로 재순환 연료심 제조는 핫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

냉식 고주파 유도가열코일을 사용할 경우, 냉각수 누수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임계안

전관리 차원에서 새로운 개념의 비수냉코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수냉유도코일 가열

시험에 사용할 고주파 power supply 장비를 2015년도에 구축하였다. 

금속연료 우라늄 합금 제조용 비수냉식 진공유도 용해장비의 일환으로서, 일체의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고, 우라늄 합금 용해를 할 수 있는 고주파 Power Supply (유도가열 발진기) 장

비이다. 출력제어 방식은 전원부 정전류, 주파수 자동추종방식이며 고주파 정격 출력은 최대정

격 100kW이다. 특수 인터 제어회로를 적용하여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은 비수냉 유도코일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저전압 발진기이다. 시험기기는 2015년에 연구원에 제작 및 설치되었으며 

가스냉각 비수냉 유도코일 시험, 냉각매체 없는 솔리드바 코일 사용 용해시험 및 코일 방전시

험에 사용되었으며 향후 원격주조장치 비수냉유도코일 시험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림 8-1-1. 비수냉식 진공우라늄 용해용 고주파 Power Supply와 NTIS 등록증 

8 연구장비의 구축 및 활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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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피복관 이온질화 시험장비

배리어 피복관 기술 중 하나인 전해도금법은 타 산업분야에서 입증된 높은 기술적 성숙도를 

가지며 상용품 제품 구현을 위한 실용화가 높은 반면, 도금시 형성되는 잔류응력에 의하여 Cr 

도금층 내 균열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배리어층 건전성이 취약할 수 있다. 이에 표면개질을 

통하여 도금층 내 균열 제어를 위한 시험장비를 2015년도에 구축하였다. Rotary pump 및 

Turbo-molecular pump를 이용하여 10-6 torr 이하의 고진공을 달성할 수 있으며 Mass 

flow controller (MFC)를 이용하여 chamber 내 질소 분율의 제어가 가능하고 Heater와 

Direct-Current (DC) 및 Radio-frequency (RF) 방식을 이용하여 시편 표면에 Plasma를 

발생시켜 시험편을 표면 개질하는 장비이다. 시험기기는 2015년에 연구원에 제작 및 설치되

었으며 평판 시험편 및 피복관 형상의 시험편에 대한 표면 개질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8-2-1. 피복관 이온질화시험장비와 NTIS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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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배리어 피복관 변형시험장치

배리어 피복관은 내면에 상호반응을 방지하는 기능성 물질과 하중지지를 담당하는 모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이종금속이 원자로 환경조건에서 서로 다른 변형 거동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피복관 변형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배리어 피복관 변형시험 장비를 2016년도에 제작

하였다. 사전 계획된 온도로 가열된 가열로에 배리어 피복관을 장입한 후, 피복관에 내압을 가

하여 피복관의 반경방향 변형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한다. 피복관의 변형을 실시간으로 평가하

기 위하여 가열로 일부를 절개한 후 quartz를 이용한 viewpot을 설치하였으며 비접촉식 

laser micrometer를 가열로 외부에 설치하여 시험 중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피복관의 변형

값을 실시간으로 측정, 획득한다. 시험기기 제작 및 설치가 2016년도에 완료되었으며 배리어 

피복관에 대한 예비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8-3-1. 배리어 피복관 변형시험장치와 NTIS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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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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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시설 물리적방호 시설 구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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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시설 핵물질물질 사용변경 허가 취득 

원자력연구원내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SFR 금속연료 제조 연구시설인 핵연료

재료연구동의 관리구역 공사를 수행하였다. 동 기간 중에 핵연료재료연구동에 위치한 사용시설

의 확장 및 보수를 통해 핵물질에 대한 보안 및 방호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자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연구시설의 사용시설 확장에 따른 구역 재배치 및 외벽 보강, 액체

폐기물 저장고 이전 설치, 핵연료물질 저장고 이전 설치, 가스 배관, 냉난방 설비 신규 설치 및 

화재 설비를 추가 설치하였다. 연구시설 내 창호 제거와 메움처리, 외벽의 완전 밀폐, 시멘트 

벽돌 조적벽으로 구성된 장소로 저장고 이전 등을 통해 본 사용시설의 물리적 방호가 한층 강화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연구시설의 향상된 물리적 방호를 기반으로 하여 LEU 핵물질 사용량 

및 저장량을 증량하는 핵물질물질 사용 변경허가도 신청, 취득하였다. 

1.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의 목적 및 방법

가. 사용 또는 소지의 목적

원자력 중장기 연구사업으로 개발중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금속연료를 연구개발하기 위해 핵

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한다. 핵연료의 제조공정연구 및 제조된 핵연료의 노.내외 성능 시험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손 우라늄금속 및 U-235 농축도 19.75 wt% 이하의 

LEU(Low-Enrichment Uranium)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나. 사용방법

감손 우라늄금속 및 U-235 농축도 19.75 wt% 이하의 LEU 금속은 SFR 금속연료 제조기술 

개발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출주조방법에 의해 금속연료심(Metallic Fuel 

Slug)을 제조하여 공정기술 및 기반기술개발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이다.

 

2.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의 예정기간 및 연간사용 또는 소지 예정량

핵연료물질의 사용 허가량의 변경사항은 표 9-1-1.과 같다.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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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핵연료물질의 사용 허가량 변경사항

종 류

상태
허가량(kg)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물리적
상태

화학적
상태

사용량
(kg)

소지량
(kg)

사용량
(kg)

소지량
(kg)

U-235:0.72% Metal U - 350 - 350

U-235:0.72% 미만 Metal U - 2,200 - 2,200

U-235:19.75% Metal U - 5 - 20

3. 사용 후에 발생되는 핵연료물질의 처리 또는 처분의 방법

사용 후에 발생하는 핵연료물질은 우라늄합금 금속연료심 또는 금속연료봉이며, 실험 완료 

후 시건장치가 부착된 보관 용기 내에 넣어 본 사용시설의 핵물질 저장고에 보관한다. 또 시

험시설의 사용 시에 발생되는 고체 폐기물은 별도의 드럼에 보관하여 시험 종료 후에 모두 원

내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로 이관·처리한다.

4. 사용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와 저장능력

가. 사용시설의 배치 

구 분 내 용 비 고

1층

면적 771.67 ㎡

출입관리구역 탈의실, 전실, 제염실

핵물질저장고 콘크리트 구조물 벽체

2층 면적 693.30 ㎡

반지하 액체폐기물 저장조 출입관리구역 탈의실 하부

나. 물리적 방호 강화를 위한 사용시설 보강 외벽 

구 분 내 용  비 고

1층, 2층
300 mm 시멘트벽돌 조적벽 +

120 mm 단열 및 마감재 +
3 mm 금속판넬

사용시설 내 창호제거 및 메움처리



- 423 -

5. 저장시설의 관리

핵연료재료연구동 109호의 1 층에 시건장치가 설치된 원료저장고에 용해주조 시 필요한 우라

늄 원료, 연료심, 연료봉 또는 스크랩 등을 저장한다. 철제함은 사용시설 내 시건장치가 부착된 

철제 캐비넷에 보관하며, 핵물질관리담당자가 관리한다.

6. 폐기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

별도의 폐기시설은 없으며 사용시설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원내의 방사

성폐기물관리시설로 이관하여 처리한다.

제2절 연구시설 물리적방호 시설 구축 승인 

연구시설 물리적방호 인허가 취득하기 위해, 3등급 방호구역 내 핵연료재료연구동(핵물질저장

고)에 저장중인 핵물질(LEU metal) 사용량을 5kg에서 20kg으로 증량하여 사용하기 위한 물리적

방호 시설 구축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핵물질저장고 출입문에 지문인식기 1개소를 

설치하고, 핵물질저장고(109호) 내부 감시 CCTV를 설치하여 저장고 출입문과 핵물질 캐비넷을 

주요 감시대상으로 삼고 있다. 핵물질저장고 출입시 알람발생이 가능한 BMS을 설치하여, 출입문 

개폐시, BMS와 연동된 중앙통제실 감시맵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핵물질저장고 출입 및 핵물질 

관리 등을 위한 절차서, 즉, 핵물질저장고 출입 관련 절차서, 핵물질저장고 내 캐비넷 개폐시 관

련 절차서 및 핵물질사용 및 사용 관련 절차서(3등급 핵물질)를 현재 비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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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모, 우
윤명, 이
종탁, 오
석진, 이

찬복

10-1618750
-0000

보유기관
자체활용

100

2013M
2A8A2
000676

20160714 특허 등록
금속연료심의
원격제조장치

및 방법

원자력
(연)

대한민국

김기환,
김종환,
이정원,
김기호,
송훈, 고
영모, 우
윤명, 이

찬복

10-1641076
-0000

보유기관
자체활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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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산업지원 및 연구성과 활용
(단위: 건)

기술확산 연구성과활용(사업화 및 후속연구과제 등)

기술이전 기술지도 기술평가 후속연구추진 사업화추진중 사업화완료

  마. 국내외 기술료 징수 현황 (기업화 완료 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재)

징  수  조  건

징  수  현  황             백만 원(전년도말 현재)

  바. 기업화 성과 (기업화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경우 반드시 기재)

업    체    명 
기업화 완료[  ]
기업화 예정[  ]

년   월   일

제    품    명 제  품  용  도

기업화이용유형 중 택일 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개선[  ], 신공정개발[  ], 기존공정개선[  ], 기타[  ]

  사. 경제적 파급 효과 (지난 1년간 실적)

수입대체 효과
(백만 원/년)

수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매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 원/년)

고용창출 효과
(인력양성 인원수)

그 밖의 효과

  아. 향후 경제적 기대 효과

수입대체 효과
(백만 원/년)

수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매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 원/년)

고용창출 효과
(인력양성 인원수)

그 밖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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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결과 활용 계획 (해당항목에 “○” 표시)

기술이전 기업화 후속연구 추진 타 사업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연구결과
활용중단

  가.  당해연도 활용계획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본 과제는 2028년도 PGSFR에 장입할 재순환 금속연료 제조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함. 특

히,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주조기술 및 휘발방지 연료심 주조기술

을 위해 개발한 주조부품 반응성 연구는 주조공정의 반응 메카니즘 분석의 적정성으로 해

당 부서의 당해연도 연구목표인 핵물질 손실제어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로 활용될 

예정임. 

 또한, 배리어 피복관 제조기술개발은 해당 부서의 당해연도 연구목표인 상호반응방지 배리

어 피복관 제조기술개발을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될 예정임. 해당 연구에서는 개발된 제조

기술을 scale up 및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임.

  나. 활용방법

 본 과제에서 수행한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심 주조기술과 휘발방지 연료심 주조기술은 연구

의 중요성과 향후 활용 가능성에 따라 데이터베이스(DB)화하였음. 향후의 핵물질 손실제어 

공정기술 개발은 해당 연구의 DB에 의하여 기초공정 조건을 잡고, 도가니, 주형 등과 금속

연료간의 상호반응 방지 기술을 연구할 계획임.

 배리어피복관 제조기술은 기반기술 개발을 위하여 코팅제조기술의 경우 150mm scale의 

연구를, 그리고 라이너 피복관 제조기술은 100μm 두께의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를 성공하

였음.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다. 차년도 이후 활용계획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원자력(연)은 핵물질 손실제어 공정기술의 후속연구로 2020년 까지 도가니 용탕 반응방지 

코팅기술 최적화 및 신소재 재활용 도가니 예비성능 평가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

료심-주형 반응 손실율을 평가하고 반응방지 주형 코팅 시제품의 예비평가를 수행할 예정

이다. 

 상호반응 방지 배리어 피복관 제조기술 개발의 후속연구로 2020년 까지 상호반응 방지 내

면코팅 피복관 시제품 (20μm 코팅층 두께, 2m 길이) 및 라이너 피복관 시제품 (50μm 라

이너층 두께, 2m 길이)를 개발하고 배리어피복관의 노외 특성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한, 해당 결과는 2018년에 계획된 한미공동연구 ATR 조사시험에 활용할 예정이다.

 ATR 조사시험 자료, 금속연료 노외 상호반응 시험 및 핫셀 고온 모사시험의 결과는 TRU 핵

연료 DB 구축, 금속연료 성능분석코드 개발 및 TRU 금속연료 설계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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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순환 금속연료 제조기술의 연구결과는 원형로-파이로공정의 ‘연결고리’기술의 완성에 필

수적인 핵심요소기술로서 재순홚 핵연료의 실용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기대효과

 재순환 금속연료 제조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방사성 독성물질을 소듐냉각고속로에서 연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후핵연료 부피·독성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합리적 처리방안에 대한 기술적 토대를 형성하여 원자력에 대한 사회전반

의 수용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공정을 개발하고 원격취급성을 개선하여 향후 TFMF 시설의 

제조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배리어 피복관 기술 개발로 TRU 함유 재순환 금속연료의 실용화가 가능하다. 핵심기술의 

국산화에 따른 국내 고속로 핵연료의 자급으로 연간 추정 120억원의 수입 대체효과가 기

대된다. 또한, 원자력 분야 뿐만 아니라 극한 환경의 내부식성 tube 및 내마멸성 tube와 

같은 타 산업분야에 적용을 기대할 수 있다.

4. 문제점 및 건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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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성과 소개서

대표성과기술서

과 제 명 재순환 금속연료 기술개발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박정용

번호 대표성과명 성과
등급 성과수준 사유

1
고함량 희토류 금속연료심

제조기술 개발
2

- 희토류 원소는 TRU 원소와 전기화학적 특성이 유사하여  
사용후 핵연료 파이로 프로세싱 공정에서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토류 원소의 영향을 고려한  
용해주조 공정을 개발해야 한다. 

- 고속로 핵연료의 주 원소인 U과 Zr에 비해 고온에서 
반응성이 크고 기지원소인 U에 고용도가 낮아 석출물 
형태로 존재하는 희토류 원소함유 금속연료의 문제점을 
해결, 연료심을 건전하게 제조하기 위한 용해주조 공정 
조건을 개발하여 제조용량 13ea/batch 까지 성공적으로 
연료심 제조를 수행하였다. 

- 본 성과로 TRU핵연료 제조 타당성을 확인하고 현 
제조기술의 현안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핵물질 
손실제어 기술 개발 및 원격 금속연료심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로서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것이다.

2 연료심 원격제조시스템 설계 2

- TRU금속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접근 불가능한 
고방사성 구역인 핫셀에서 원격으로 금속연료심을 제조해야 함

- 일반 방사성구역에서 금속 연료심을 제조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핫셀에서 원격조작기구를 사용해 원격 운용 및 원격 유지보수가 
가능한 연료심 원격제조시스템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계함

- 연료심을 제조하는 원격제조장치 외에도 부대설비로 
원료 절단장치, 성분조정 장치, 탈주형 장치, 금속연료심 
표면연마 장치, 금속연료심 절단장치로 구성된 연료심 
원격제조시스템을 설계함 

- 연료심 원격제조시스템 연구결과는 원격 조작에 의한 
연료심 제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듐냉각고속로 
원형로에 핵연료 공급을 위한 금속연료심 원격제조공정 
기술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배리어 피복관 ATR 조사시험 

착수 및 희토류 희토류 거동 

특성 예비 모델 개발

3

- 금속연료 주요 현안인 연료심/피복재 상호반응 방지를 
위해 개발된 배리어의 노내 성능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INL과의 협력하에 배리어 ATR 조사시험을 
착수함. 

- 희토류 영향 평가를 위하여, EBR-II DB, 하나로 DB 
및 노외상호반응 시험 결과를 적용, 희토류 함량별로 
침투율을 평가할 수 있는 희토류 거동 평가 예비 모델을 
개발함. 

4 내면코팅 배리어 피복관 3

- 재순환 금속연료의 기술현안인 핵연료-피복관 상호반응 
현상을 방지할 내면 코팅 배리어 피복관 기술을 개발함.

- 내면 코팅 기술은 외경 7~8mm, 길이 3~4m와 같은 
좁고 긴 튜브 내면에 기능성 물질을 코팅해야 하는 
기술적 난점이 존재함.

- 본 연구는 전해도금법을 이용하여 7.4mm 외경에 
150mm 길이의 피복관 내면에 20㎛ 두께의 Cr을 
균일하게 코팅하는데 성공함. HANARO를 이용한 
조사시험 결과 우수한 상호반응 방지 성능을 보였으며 
한-미 핵주기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ATR을 이용한 핵연료 
조사시험을 진행하고 있음.

- 개발한 내면 코팅 기술은 실 규모의 배리어 피복관 제조 
기술에 활용될 수 있으며 TRU 함유 재순환 핵연료의 
실용화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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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함량 희토류 금속연료심 제조기술 개발

<고함량 희토류 금속연료심 제조기술 개발>성과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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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료심 원격제조시스템 설계

<연료심 원격제조시스템 설계>성과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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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리어 ATR 조사시험 착수 및 희토류 거동 특성 예비 모델 개발

<배리어 ATR 조사시험 착수 및 희토류 거동 특성 예비 모델 개발>성과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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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면코팅 배리어 피복관

<내면코팅 배리어 피복관>성과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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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자체평가의견서

자체평가의견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2013M2A8A2000676

부처사업명(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사업명(중)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소) 핵연료주기

부처 기술분류 (대) (중) (소)
국가기술지도

(NTRM)
B030313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E EG05 EG0502

총 괄 과 제 총괄책임자(기관)

과 제 명 재순환 금속연료 기술개발 연 구 단 계 2단계

연 구 기 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박정용

연 구 기 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계

1차연도 2013.03-2014.02 900,000 0 900,000

2차연도 2014.03-2015.02 1,000,000 0 1,000,000

3차연도 2015.03-2016.02 1,350,000 0 1,350,000

4차연도 2016.03-2017.02 2,050,000 0 2,050,000

5차연도 - - - -

계 2013.03-2017.02 5,300,000 0 5,300,000

참 여 기 업

상 대 국 상대국 연구기관

   비 고 : 총괄과제란은 총괄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평가일 : 2017.  3. 13.

3. 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차세대핵연료기술개발부 책임연구원 박정용

4. 평가자 확인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이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시에 기초자료로 활용

되기를 바랍니다

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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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Ⅰ.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휘발방지 연료심 사출주조기술, 고함량 희토류 연료심 특성 평가, 금속연료심 원격사출

주조장치 설계, 비수냉 유도코일 가열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재순환 TRU 핵연료 제조

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기술을 확보하였음.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의 노내성능 평가를 위한 ATR 조사시험을 착수하였고, 배리어 

피복관 예비 시제품을 제조하고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재순환 핵연료의 현안을 극복하

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였음.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금속연료 제조기술 및 원격제조장치 설계기술은 향후 SFR 파이로 재순환 핵연료주기 

완성에 필수적인 핵심요소기술로서 재순환 핵연료의 실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노내성능 시험 자료 및 배리어 피복관 기술은 고성능 재순환 핵연료 개발 및 소듐냉각

고속로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고함량 희토류 연료심 주조기술, 휘발방지 연료심 주조기술 및 금속연료심 원격제조기

술은 2028년 가동예정인 소듐냉각고속로 원형로에 핵연료 공급을 위한 금속연료심 원

격제조공정 개발 및 제조시설 구축에 활용될 계획임. 

○ATR 조사시험 자료, 금속연료 노외 상호반응 시험 및 핫셀 고온 모사시험의 결과는 

TRU 핵연료 DB 구축, 금속연료 성능분석코드 개발 및 TRU 금속연료 설계에 직접 

활용 가능함. 

○연료심/피복재 상호반응 방지를 위해 개발된 배리어의 조사시험 결과는 2018년에 계

획된 한미공동연구 ATR 조사시험에 활용할 예정임.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고함량 희토류 연료심 제조기술 및 휘발방지 연료심 제조기술은 우라늄을 이용한 다수

의 예비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조건을 도출한 결과로서 장기간에 걸친 고난이도의 

실험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로 평가됨. 

○배리어 피복관 예비시제품은 예비실험을 통하여 최적 코팅 물질 및 최적 코팅방법 선

정하고 튜브 적용성을 평가하여 확보한 결과로서 성능 재검증 과정을 거치는 성실한 

노력을 통하여 우수한 성능 확보가 가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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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지적재산권 발표회 개최 등)

○국내/외 논문 10편(SCI 10편)을 게재하고 7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국내 특허 출

원 3건과 등록 3건을 통하여 원천기술의 특허권을 확보함.

○지속적인 기술보고서, 설계문서 작성으로 13건의 기술보고서와 9건의 설계문서를 발간

하여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향후의 연구에 활용 가능성을 높임.

○금속연료 제조기술 개발 성과는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그 독자성 및 우수성이 보도되

었음(‘16년 1월) 

   비고: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각 항목별 200자 이내)

Ⅱ. 연구목표 달성도

번호 세 부 연 구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

1
-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 및 

특성시험

- 원자력(연) 개발 특허출원기술인 개량사출주조법 및 중력주조법으

로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시험을 수행하여, U-10Zr-10RE 

연료심( 5x300mm)을 건전하게 주조하는데 성공함  

- 금속연료심의 희토류 함량, 희토류 석출물 분포상태, 주조결함 및 

합금조성 균일상태를 나타내는 밀도는 매우 균일하고, 연료손실율

도 매우 낮게 (~0.2%) 나타남 

- 중력주조법 보다 원자력(연) 개발기술인 개량사출주조법이 상대적

으로 높은 희토류 원소 회수율과 낮은 연료손실율을 나타냄 

- 건전한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을 성공적으로 제조하여, 파이로 공

정에서 제조되는 희토류 고함량(10wt.%) 핵연료 원료물질에 대

한, 희토류 고함량(10wt.%RE) 연료심 제조 타당성을 확인함

- 건전한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의 성공적인 제조를 통해, 희토류 고

함량 연료심 제조 가능성을 확인함 

100

2 - 휘발방지 연료심 

주조방법 평가

- 공정변수 연구를 수행하여 용해온도 미세제어로 주조 재현성을 획

기적으로 향상함

- 원자력연구원에서 창안한 휘발방지 개량사출주조 및 특성시험을 

수행하여, 주조공정변수의 최적화로 석영관 전체주형길이 

250mm의 휘발방지 연료심을 건전하게 제조하는데 성공함

- 우수한 주조 건전성, 품질성 및 낮은 연료손실율을 가지는 재순환 

휘발 연료심 제조에 적합한 개량사출주조기술을 개발함

- 휘발방지 연료심 개량사출주조변수 최적화 기반을 확보하고, 건전

한 휘발방지 연료심 제조를 통하여 개량사출주조기술 타당성 확인

하여 신기술로 특허출원함

-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개량사출주조 방식은 휘발방지가 가능하며 우

수한 품질을 가지며 원자력(연) 고유의 신기술인 연료심 개량사출 

주조 타당성 확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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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입자형 금속연료 

제조성 평가

- 원자력(연) 창안한 원심분무기술을 활용하여 무(無)주형으로 분말

입자를 고수율로 생산 가능한 혁신적인 입자형 연료 신기술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입자연료 제조방법을 연구함

- 원심분무법으로 U-10Zr 합금 구형 분말을 제조하여 분말크기별

로, 소결온도별로 입자연료 소결체를 제조시험을 수행함

100

4 - 입자형 금속연료 

제조성 평가

- U-Zr 입자크기별 소결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325mesh 이하, 

100mesh∼70mesh, 그리고 50 mesh 이상으로 3종류로 분류

하여 소결시험을 수행함

- 소결온도 1,100℃, 1,200℃에 대해 45μm, 90∼150μm, 300

μm 이상의 입자에 대해 입자크기 영향 평가를 수행함

- 금속연료 소결체에 대한 특성분석을 수행하여 입자형 연료 pellet

의 제조성을 평가함

- 분말입자크기 및 소결온도/시간에 따른 소결체 

  제조조건을 연구하여 입자연료의 소결체 제조 

  타당성을 확인함

- 원심분무기술을 활용하여 마이너 악티나이드의 증발이 억제되는 

분위기에서 입자연료 신기술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소결체 

제조시험을 수행하여 압분공정 불필요한 소결체 제조조건을 개발

하여 입자연료의 소결체 제조 타당성을 확인함.

100

5 - 연료심 제조방법 

원격성 평가

- 원자력연구원에서 창안, 개발한 개량사출주조법을 통해서 휘발방지 

연료심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기술을 토대로 재순환 

연료심 원격제조장치를 제작하고자 장치를 설계하고 원격성을 평가함 

- 원격 개량사출주조장치 2D 설계 완료하여, 단순화, 모듈화, 원격성 

및 주조성능 향상에 주안점을 둔 휘발방지 개량사출 원격주조장치 

3D 모델을 설계함

- 원격취급수단을 이용하여 원격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진행하여 

개량사출주조 원격 취급성 평가를 수행함.

- 연료심 사출주조 원격제조장치는 크게 프레임 모듈, 장치 이송 모듈, 

챔브 모듈, 리프트 실린더 모듈로 구성되어 가상 원격 취급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성을 평가함

- 휘발방지가 가능하며 우수한 품질을 가지는 연료심 개량사출 주조 

신기술에 대해, 원격 주조장치를 설계하고 원격성을 평가하여 확인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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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설계 개선

- 시뮬레이터에 구축된 가상 연료심 제조장치를 실제 제조시설에서 

사용될 동일한 가상 원격 취급장치와 가상 원격취급공구를 이용하

여 각 구성 모듈의 원격성을 평가함

- 설계 개선 연료심 원격제조장치는 원격 운전과 구성 모듈의 고장

시 원격 유지보수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설계 단계에서 연료심 제조장치의 3D 설계모델은 시뮬레이터에서 

원격성을 평가한 후,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설계에 재반영 반복 

수행하여 설계의 완성도를 크게 향상시킴

100

7 -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상세설계

- 유지보수가 가능하며 원격취급이 용이하게 챔버모듈, 도가니모듈, 

연료심 주조주형모듈, 센서모듈, 주조주형이송모듈, 모니터링모듈, 

진공펌프모듈로 각각 모듈형으로 설계를 개선

-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의 원격 취급성 및 유지보수성을 증대시

키는 관점에서 구성 모듈을 세분화, 3차원으로 모델링하여 설계를 

개선하여 원격 취급성을 평가하고 설계 개량

100

8 - 비수냉식 유도코일 

가열시험

- 용해용량을 공학규모인 5kg 이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

수냉 유도가열코일 시험용 고주파 발진기와 유도코일시스템을 설

계하여 장치를 개선

- 유도코일 가열시에도 방전방지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고주파 발진

장치의 유도코일 임피던스를 조정하여 코일간 방전방지에 성공함 

- 재순환연료 주조온도인 1600℃ 이상 비수냉 가열시험을 수행하

여 냉각가스 출구온도를 제어하고, 가열후 용탕 교반상태 양호함

을 확인함

- 재순환연료 주조온도 이상 건전한 유도코일상태로 성공적으로 도

달하였으며, 안전성 및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비수냉 유도코일 가

열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여, 향후 원격제조장치에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음 

100

9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제조공정변수 개발 

- 실험실 규모(약 500g/batch) 개량사출주조 장치의 주조용량을 

증대하고 도가니, 흑연단열재, 주형홀드, 주형집합체 이송 실린더, 

주형 예열장치 등을 설계 개량함.

- 개조된 장치를 이용한 개량사출주조법으로 제조공정변수를 제어하

여 약 2.5kg/batch용량의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13ea/batch 

제조 성공함. 

- 희토류 원소와 접촉하여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용해 도가니와 

석영 몰드는 고온에서 안정한 세라믹 재료로 코팅함.

- 희토류 원소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연료물질을 용융하고 출탕되기

까지의  소요시간을 최적화 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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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휘발방지 연료심 

제조공정변수 개발   

- 제조공정 변수 중 압력 변화로 인한 사출주조 방식과 고주파 유

도용해 시 휘발방지가 가능하며 우수한 품질을 갖는 연료심 사출

주조 타당성 확인

- 가압 압력, 시간 변수조절 및 온도 변화에 따른 휘발방지 공정변

수 영향 도출

- 상용 용해 주조 방법보다 고압 장치 설계를 반영하여 압력변수 

상세 조건 실험 필요성 확인

100

11 -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주조기술  

- 희토류 함량을 3wt%, 5wt%, 7wt%, 10wt%로 단계적으로 증

가시켜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다량 제조 타당성을 평가함.  

- 희토류 연료심 RE 함유량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연료심과 잔탕의 

화학분석 및 미세조직 관찰 결과, 연료심 내 희토류 함유량 감소

의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고함량 희토류 금속연료심 공정개발에 

활용함

- 희토류 연료심 특성시험결과, 부위별 밀도편차는 ±0.3g/cm3로 

균일하고, RE 함량도 균일 분포하며, 연료손실율 평가에서도 

U-10Zr-10RE 연료심 제조시험에서 손실률 약 1.2%로 낮은 결

과를 나타냄  

100

12
- 희토류 고함량 

용해주조 부품 

적용성 평가

- 흑연도가니와 플라즈마 코팅층간의 박리문제 를 개선하고자 SiC

를 CVR(: chemical vapor reaction) 방법으로 접합코팅층을 적

용함 

- SiC 코팅층은 도가니로부터 박리 및 희토류 고함량 용탕 반응 없

이 건전하게 존재함

- 희토류 금속연료 잔탕은 도가니로부터 건전 하게 분리되고, 희토

류 고함량 연료심( 5- L300mm)을 건전하게 제조함 

- 흑연도가니 희토류 고함량 용탕반응을 방지 하고자 고온 세라믹 

플라즈마코팅 수행하여, Y2O3 및 TaC 코팅재의 우수한 성능 확인 

- 세라믹 도가니 재료 금속연료 용탕반응시험 수행하여, Y2O3 세

라믹 재료의 우수한 반응방지 성능을 확인함

100

13 - 휘발방지 연료심 

주조기술

- 고휘발성 Am 대체 물질인 Sm과 Mn을 활용하여 휘발방지 사출

주조 기술 개발

- 가압압력, 시간변수 변경에 의한 휘발방지 사출주조 용해기술성 

확보

- 기존 용해온도보다 상대적으로 저온 (1450℃) 용해 주조로 건전

한 연료심 제조 가능성 확인

- U-Zr-RE-(Sm, Mn) 연료심 건전 제조를 통하여 휘발방지 주조

기술 확보

- Am함유 TRU 핵연료의 손실제어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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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연료심 

원격제조시스템 설계 

개량  

- 비원격 개량 사출주조장치를 이용한 실제 연료심 제조시험 평가를 

통해 연료심 원격제조시스템 설계를 구체화하고 장치 개념을 정립함

- 원격 조작에 의한 연료심 제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격장치 개

념을 개선하고 설계를 개량함으로서 향후 원격조작에 의한 TRU 

핵연료 연료심 제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100

15 -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모의 예비성능 평가

-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부대설비로서 파이로 원료절단/계량장치, 탈

주형장치, 연료심 표면 산화물 제거장치, 연료심 절단장치를 3D 

개념 설계함

-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부대설비는 원격 조작장치에 의한 원격작업

성과 원격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순화, 모듈화 설계되었

고 향후 대량생산체계를 고려하여 3D 개념 설계함으로서 고방사

성 TRU 핵연료 연료심 제조기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00

16 - 금속연료심 원격제조 

시스템 상세설계 

-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시스템 설계 개량연구를 통해 개념 설계된 재

순환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부대설비 부품 사양을 정립하고 원격운

전을 고려하여 장치모듈을 3D 상세 설계함

- 금속연료심 주조장치 부대설비는 금속연료심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대설비로서, 원료 절단장치, 성분조정 장치, 탈주형 장치, 금속

연료심 표면연마 장치, 금속연료심 절단장치로 구성함

- 설계된 금속연료심 주조장치 부대설비는 원격 조작기구를 사용하

여 원격 취급성 및 유지보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함

- 향후 원격운용에 의한 TRU 핵연료 연료심 대량 제조생산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100

17
-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 모의 

성능평가

- 개량사출주조법을 토대로 설계된 재순환 연료심 원격제조장치 부

대설비의 원격 성능을 평가함  

- 원격 금속연료심 주조장치 부대설비는 금속연료심 제조공정에 필

요한 부대설비로서, 원료 절단장치, 성분조정 장치, 탈주형 장치, 

금속연료심 표면연마 장치, 금속연료심 절단장치로 구성됨

- 핫셀에서 공학규모로 금속연료심 제조장치 부대설비의 원격 유지

보수 타당성과 원격 운용의 용이성을 가상 원격 취급장치를 이용

하여 원격 성능을 평가함

- 공학규모 금속연료심 제조장치 부대설비의 원격 취급성 및 유지보

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성 모듈을 세분화하고 3차원으로 모델

링하여 설계 개선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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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금속연료심 제조 

스크랩 재활용 개념 

도출

- U-10Zr 및 U-10Zr-RE 연료심 heel 스크랩을 질산용액으로 세

척하고 그 특성을 분석함  

- 금속연료심 heel 스크랩을 산세척 하고, U-10Zr 및 

U-10Zr-RE 금속연료심 재활용 제조시험을 수행함 

- 재활용 금속연료심의 주조 건전성을 확인 하고, 그 특성을 평가하

여 금속연료심 스크랩 재활용 타당성을 평가함

- 핵폐기물인 금속연료심 스크랩을 재활용 타당성을 확인하여, 스크

랩 핵폐기물 감소 및 연료심 수율 증대의 재활용 개념을 도출함 

100

19 -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 특성 평가

- 희토류 금속연료 거동 특성 평가를 위하여 제조성, 물성, 노외상

호반응시험 결과, EBR-II 등의 국외 조사시험 및 국내 하나로 

조사시험  자료 등 희토류 영향 평가를 위한 제반 자료를 평가함.

- 100% 희토류의 피복재 영향 평가를 위하여 Mischmetal 

(70Ce-30La), 다원계 및 2원계 RE 합금을 이용한 노외 상호반

응시험 결과를 평가하고 온도, 시간에 따른 평가 DB를 구축함.

- EBR-II DB를 활용, U-Zr 연료에 적용된 희토류 침투율 모델에 

대하여 EBR-II 조사이력을 활용한 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

- 모델내 주요 변수인 활성화에너지 민감도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하나로 조사시험, EBR-II 조사시험 및 상호반응 DB를 활용, 희

토류 함량별로 희토류의 침투율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100

20
- 희토류함유  

금속연료 과도상태 

핫셀 모사시험 (기존 

저연소도 하나로 

조사시험 시편 활용)

- 과도상태 핫셀 모사시험을 위하여 진공 상태를 유지하여 연료의 

산화를 방지하는 가열로 튜브를 설계 제작후, 핫셀에 설치함.

- 피복재의 과도상태 거동을 간편하게 상대 비교하고 산화를 최소화

하기 위한 과도 상태 모사시험용 지그를 제작함

-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Misch metal (La 70%, Ce 30%)과 

Gr92 강을 이용하여 예비 시험을 수행함.

- 공기중과 진공조건에서 과도상태 시험 결과, 공기조건에서는 연료

심이 산화되었으나, 진공조건에서는 시편의 상하좌우에 반응층이 

형성됨을 관찰하여, 과도상태 모사시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함.

100

21 - 재순환 금속연료 

희토류 거동 모델

- 금속연료 주요 현안 중의 하나인 희토류 침투율을 평가하기 위하

여, 재순환 금속연료에 포함되는 희토류 함량별로 침투율을 평가

할 수 있는 예비 모델을 설정함. 

- 희토류 침투 모델은 EBR-II에서 검증되어 LIFE-METAL에 활용된 

모델을 기반으로 EBR-II DB, 하나로  DB, 희토류 노외 상호반

응 시험 결과 및 OECD에서 생산한 상태도를 평가하여 설정함. 

- 시간-온도 종속 모델, 초기 연소도 고려 모델 및 활성화 에너지

를 고려한 연소도 고려 모델 등 3개 모델로 구분하여, 민감도 분

석 및 최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모델을 개발함. 

- 향후 노내 조사시험 및 노외 상호반응 시험에 의한 지속적인 모

델 검증 및 변수 최적화를 통하여 희토류 함량 제한치 및 온도 

제한치 설정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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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배리어 피복관 ATR 

조사시험 착수

- KAERI 제공 Cr 배리어를 포함한 배리어 피복관 ATR 조사시험 

(AFC-4C)을 2016년 2월 착수함. 

- 2016년 11월 현재, 최대 선출력은  290 ~ 324 W/cm, 최대 

연소도는 1.1at%로 평가되었으며, INL의 제조 보고서 및 조사이

력 평가보고서 등을 KAERI와 공유하기로 함.

- INL과 긴밀한 기술적 협력을 통하여 KAERI 개발 배리어 및 INL 

개발 배리어를 ATR에서 동시에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상호간의 

배리어 타당성을 공동 평가하기로 합의함.  

- 2018년에 착수할 ATR 조사시험에 대해서 연료봉 개수, 피복관 

종류, TRU 함량, 최대 피복관 내면 온도, 연소도 등을 INL과 공

동으로 설정하여, 한미 공동연구 일정을 준수하고 TRU 핵연료의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구축함.

100

23
- 코팅 피복관 

예비시제품 제조 및 

성능평가

- 전해도금 방법을 이용하여 길이 150mm, 7.4mm 및 5.8mm 

외경의 HT9 피복관 내면에 20㎛ 두께의 Cr 층을 도금함

- 도금 피복관에 대한 기계적 성능시험 (인장 및 파열시험) 결과, 

Cr 도금 피복관은 연료봉의 허용 변형기준인 1%을 상회하는 연

성을 보임.

- 시험장비 1건에 대한 제작, 구축 완료함. 

  (피복관 이온질화시험장비)

-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피복재 산화막 생성 연구를 수행함. 수

용액별 스크린 테스트 및 산화막 생성 조건 수립 (pH 조건 및 

OCP 조건 설정) 완료함. 

- 배리어 기술의 튜브 적용성 타진하여 배리어 피복관 제조의 핵심

기술 개발에 기여함.

100

24
- 라이너 피복관 

예비시제품 

  (라이너 두께 200㎛) 

제조 및 성능평가

- 라이너용 튜브(Zircaloy-4)에 대한 기계적 성능시험 수행하여 라

이너용 튜브의 가공성을 평가함.

- 피복관 성형성 확보를 위하여 라이너용 튜브에 대한 열처리 영향 

연구를 수행함. 

- 공정 feedback을 통하여 최적의 냉간 필거공정 도출. 200㎛ 두

께의 Zircaloy-4/스테인리스강 라이너 튜브 제조

- 라이너 피복관 요소기술 개발 및 200㎛ 두께의 라이너 피복관 

sample 제작 기술 개발로 100㎛ 두께의 피복관 제조기술에 기

여함.

100

25 - 코팅 피복관 시제품 

제조 및 성능평가

- 도금층 내 균열을 제어하는 기술 (pulse 도금 및 후처리 공정)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수행 결과, 개선된 FCCI 성능을 보임

- 연료심-피복관 상호반응 (FCCI) 모사 노외 확산쌍 시험 결과, Cr 
도금층은 FCCI를 방지하는 성능을 보임

-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고온 습식 분위기에서 산화막 생성 연
구를 수행하였으며, 약 1 μm 두께의 Fe-Cr-O 계 산화막 성장
을 확인함.

- 내부균열이 제어된 개선된 튜브 도금기술 개발로 배리어 피복관 
품질개선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실크기 규모의 배리어 피복관 제조
에 활용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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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라이너 피복관 

예비시제품 

  (라이너 두께 100㎛) 

제조 및 성능평가

- 냉간가공 공정 (냉간 인발, 냉간 필거링)을 이용한 박형 Zry-4 
라이너 및 피복관용 모관 제조함.

- 박형 라이너 및 모관을 조립, 인발하여 100㎛의 공칭 두께를 갖
는 내면 Zry-4 라이닝 피복관 예비시제품을 개발함. 

- 라이너 피복관 성능시험항목을 분석하였으며 시험장비 1건에 대
한 제작, 구축 완료함. 

   (배리어피복관 변형측정기)
- 100㎛ 두께의 라이너 피복관 예비시제품 제조기술 확보로 향후 

실크기 규모의 라이너 피복관 제조기술 개발에 기여함.

100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 고함량 희토류 금속연료심 제조기술 개발

원자력(연) 고유개발한 개량사출주조법으로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을 제조하여 

13ea/batch의 금속연료심을 성공적으로 제조함. 연료심의 건전성, 석출물 분포상태, 주

조결함 및 합금 조성상태, 연료손실율 모두 우수한 결과를 보여 목표로한 연료심 사양 

만족도를 모두 만족함. 

○ 휘발방지 금속연료심 제조기술 개발

휘발성 원소(Am)의 휘발방지 기술개발을 위하여 Am 대체물질(Mn, Sm)을 활용하여 휘

발방지 연료심 주조에 성공함. 특히, 희토류를 함유한 금속연료심(U-Zr-RE-(Mn, Sm)) 

제조로 TRU 핵연료에 유사한 조건의 금속연료심 제조에 성공함. 연료심 원료 손실율은 

0.3%이하였으며 우수조건에서 연료심 휘발성 원소의 함량손실이 오차범위 내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목표로 한 휘발방지 연료심의 휘발성 원소 휘발율 1%를 초과달성함. 

○ 금속연료심 원격제조 기술개발

연료심 원격제조 시스템의 장치개념을 정립하고 설계를 구체화함. 특히, 공학규모 금속연

료심 제조장치 부대설비의 원격 취급성 및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 모듈을 

세분화하였으며 3차원으로 모델링하여 설계를 개선, 목표로한 기능성 및 원격성을 확보함.

○ 희토류함유 금속연료 성능평가

희토류 금속연료 거동 특성 및 희토류 침투율을 평가하기 위해 희토류 함량별로 침투율

을 평가할 수 있는 예비모델을 설정하였음. 또한, 목표대로 원자력(연)에서 제작한 Cr도

금 배리어 피복관의 ATR 조사시험에 착수(‘16년 2월)하여 11월 현재 선출력 290 ~ 

324 W/cm, 최대 연소도 1.1at%를 달성 중임.

○ 배리어 피복관 제조기술 개발

전해도금법으로 길이 150cm, 외경 7.4 mm 및 5.8 mm의 HT9 피복관 내면에 20μm 

두께의 Cr층 도금에 성공함. 연료심-피복관 상호반응 (FCCI) 모사 노외 확산쌍 시험 결

과 FCCI 방지 성능을 확인함. 또한, 라이너 두께 100μm의 공칭 두께를 갖는 내면 

Zry-4 라이너 피복관 예비시제품 제작에 성공하여 목표로한 모든 결과를 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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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 원자력(연)이 특허 등록한 개량사출주조법으로 13ea/batch 용량의 금속연료심을 성공적

으로 제작하여 지속적인 재순환 금속연료 제조기술개발의 기틀을 마련함.

○ 휘발방지 금속연료 제조기술은 휘발성 원소의 거동을 파악한 후 최소한의 공정조건만을 

변경하여 성공한 결과로서 본 과제에서는 휘발성 Am 대신 Mn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함

으로써 향후 실제 Am을 활용한 제조기술 실증을 위한 요소기술을 확보하였음.

○ 고방사성 원료인 사용후핵연료의 제조를 위한 원격제조기술개발은 향후 제조기술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발이 요구됨. 특히 실질적인 장치의 제조 및 성능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 기술임.

○ 배리어피복관 제조기술은 실질적 시제품 제조를 통하여 활용 가능성이 높음. 핵심기술 

국산화에 따른 국내 고속로 핵연료의 자급으로 연간 추정 120억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됨.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희토류 고함량 연료심 주조기술 및 휘발방지 연료심 주조기술은 

향후 핵물질 손실제어 공정기술 개발 기술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로 활용될 예정임. 특히, 

주조공정 중 반응방지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연구로서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평가됨.

○ 금속연료심 원격제조기술은 지속적인 금속연료 원격제조공정 개발 및 사용후핵연료 제조

시설 구축을 위한 설계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예정임. 

○ ATR 조사시험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금속연료 노외 상호반응 시험 및 핫셀 고

온 모사시험의 결과와 함께 TRU 핵연료 DB구축, 금속연료 성능분석코드 개발 및 TRU 

금속연료 설계에 직접 활용될 것임.

○ 배리어 피복관 제조기술은 scale up 및 실증기술 개발 및 평가 단계를 거쳐 실질적 SFR 

금속연료 피복관으로 활용될 예정임. 해당 연구결과는 기술적으로 SFR핵연료의 안전성 

및 기술성을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고속로 핵연료의 자급을 통한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됨.

Ⅳ. 보안성 검토

  1. 연구책임자의 의견

○ 본 과제는 보안과제가 아닌 일반과제이나 원전선진국과 다른 독자적 기술개발 성격을 띄

고 있음. 따라서, 개량사출주조 기술 등의 연구 개발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등록하

여 기술소유권을 확보하였음.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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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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