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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조사핵연료 고체화학 특성 규명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효율적인 원전운영과 더불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자력 에너지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후행 핵연료주기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방사성폐기

물의 안전한 관리가 이슈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및 장기관리 안전성 

향상을 위해 건식 재순환핵연료를 고속증식로에서 태우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관련된 

소듐냉각고속로 핵연료 개발과 같은 차세대 핵연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차세대 핵연

료의 개발에 있어서 핵연료의 조사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며, 조사된 핵연료의 건전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과제는 기존 핵연료의 조사특성 외에 차세대 핵연료 개발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화학시험 평가 자료를 확보하여 새로운 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화학자료를 제공함

으로써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와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특성평

가연구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비파괴분석 기반의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및 핵종분포 기술을 선

제적으로 확보하여 정확하고 신뢰성이 확보된 정밀핵종평가 기술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사

용후핵연료에 대한 장기관리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자체의 고체화학 특성 및 사용

후연료-피복관간의 계면변화 특성 분석을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진행될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사업의 성공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핵연료의 화학적 연소특성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연소특성 자료뿐만 

아니라 조사핵연료의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의 온도구배에 따른 국부연소특성과 같은 미시적 

측정자료도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를 통해 방사선 차폐 Laser 

Ablation ICP-MS 시스템과 미세영역 결정구조분석용 방사선 차폐 Micro-XRD 시스템 및 

핵분열생성기체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국부연

소특성 자료와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 및 잔류량에 대한 자료를 생산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핵연료의 조사거동 화학측정을 통해 개발 중인 다양한 핵연료에 대한 화학측정 자료를 

확보하고, 생산된 자료를 핵연료나 피복재 개발 등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기술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용후핵연료 소외 운

반, 중간저장, 고준위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인허가 자료인 연소도 및 정밀핵종평가를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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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 국제조약 및 협정에 의하여 독립적인 국제기구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국가 에너

지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인 점을 감안하면 연소거동 및 국부 핵종분포 자료의 확보는 원자력

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연료주기 완성이라는 국가과학기술정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기초기술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준위폐기물의 정책 관련하여 지난 2016년 7월 제 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 확정됨으로써 사용후핵연

료를 포함하는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관리 기본방향이 국가차원에서 최초로 제시되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의 원자력 정책이 단계적인 탈원전으로 변화함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계획 

최소, 노후원전 계속운전 불허, 원전 가동률 감소 및 원전 해체라는 변수로 인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소내 임시보관용량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사용후핵

연료의 발생부터 영구처분까지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영구 처분에 대한 사항을 면밀

하게 검토할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가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실제 사용후핵연

료를 활용한 국내의 사용후핵연료 특성평가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업의 인허가와 대국민수용성 향상을 위해 특성평가를 위한 연구 인프라의 구축, 기반 기술

의 개발을 위한 로드맵이 재검토에 반영되어져야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단계

의 장기안전성 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핵종분포 측정기술을 확보하고, 사용후핵연료 내 주요 

핵종들의 화학거동 및 이에 따른 핵연료의 물리화학적 특성변화를 연구함으로써 주요 핵종들

의 거동 및 특성 관련 독자적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향후 체계적으로 진행될 사용후핵연

료의 특성평가 연구분야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단계에서는 조사핵연료 고체화학 분석 기반 구축 및 핵연료 고온특성 연구를 최종

목표로 하였으며, 조사핵연료 국부핵종 분포 정밀측정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 핵연료 고온 분

석 장비 구축과 금속핵연료 고온거동 측정법 및 해석기법 개발, 고용성분의 산화수 및 혼입 

농도에 따른 핵연료 계면 특성/거동 연구를 세부 연구 주제로 진행하였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국부핵종 분포 정밀측정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

1차년도에는 조사핵연료 핵종 국부분포 정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방사선 관리구역 내 노후 

ICP-MS 장비를 해체 이전하고 신규 고분해능 ICP-MS 장비 이전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실

험실 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실험장비를 재배치하며, 관련 전기공사 후 UPS를 설치하였다. 이

후 신규 고분해능 ICP-MS를 설치하여 구동시키고 LA장비와 결합시켰다. Tune-up 용액을 

이용하여 신규 HR-ICP-MS의 측정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또한 NIST-SRM 612 glass를 이용

하여 LA-ICP-MS 측정조건을 최적화하고 성능테스트를 진행하였다.

2차년도에는 조사핵연료 국부 핵종 분포 측정용 차폐 LA-ICP-MS 시스템 최적화를 수행하



- 7 -

였다. 우선 LA-ICP-MS 차폐 시스템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차폐시스템을 설계 및 설

치하였다. 또한 방사성시료의 효율적이며 안전한 ICP-MS 분석을 위하여 탈용매화장치를 도입

하였다. 탈용매화장치를 설치하여 ICP-MS와 결합하였고 측정조건을 최적화하였다. 레이저 장

치, 차폐 장치 내 샘플스테이지 및 고방사성시료용 샘플챔버를 구축하여 차폐 LA 시스템 구축 

및 측정하였다.  

2. 핵연료 고온 분석 장비 구축과 금속핵연료 고온거동 측정법 및 해석기법 개발

1차년도에는 연료 고온 화학거동 분석 장비 구축 및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우선 기보유 

XRD와의 호환성, 실시간 가열 조건 및 온도 범위를 고려하여 최적의 장비를 선정하였다. 고

온 분석 장비를 구축하고 MgO시료를 이용하여 장비를 최적화하였다.

2차년도에는 금속핵연료 고온 거동 측정 및 해석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다. 기보유 XRD에 

고온 분석 장비 설치 절차, 셋팅 절차, z축 alignment 절차, 측정 프로그래밍 방법을 구축하

였다. MgO를 이용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실시간 고온 XRD 모니터링 기술을 확보하였고, 이

후에는 Zr금속을 이용한 금속핵연료의 고온 실시간 XRD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였다. 

3. 고용성분 핵종 산화수 및 혼입농도에 따른 핵연료 계면 특성/거동 연구

1차년도에는 고용성분 산화수에 따른 핵연료 계면 특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우선 3가(Nd, 

Gd) 및 4가 (Th, Zr) 고용성분 혼입 UO2를 제조하여 표면 및 구조 특성을 측정 및 평가하였

다. XRD를 이용하여 혼입 고용성분의 산화수에 따른 핵연료의 격자 구조를 분석하고 주사전

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펠릿 표면 구조도 분석하였다. 또한 전기전도도 측정 자료도 생

산하였으며, 라만 분광 스펙트럼도 측정하였다. 혼입 고용성분이 핵연료의 화학적 성질에 미치

는 영향 평가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기화학적 분석(CV, LSV, Tafel plot)을 위한 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순환전압전류곡선(CV, Cyclic voltammetry)을 이용한 전기화학적 

거동 평가 자료를 생산하였다. 고용성분 혼입 UO2와 모사 피복관 Zr과의 계면 반응 특성 평

가를 위하여 Nd 혼입 UO2를 제조하였다. 계면 반응 전, 후의 U1-yNdyO2 혼합 시료와 Zr의 

표면을 XRD, 라만분광법, 주사전자현미경-에너지분산형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 및 평가하였

다. 

2차년도에는 고용성분 및 혼입농도에 따른 핵연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농도의 고용성분을 혼입한 UO2 펠릿을 제조하였고, XRD를 이용하여 혼입 고용성분의 

산화수에 따른 핵연료의 격자 구조를 분석하고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펠릿 표면 

구조도 분석하였다. 또한 전기전도도 측정 자료도 생산하였으며, 라만 분광 스펙트럼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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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U1-yZryO2 펠릿의 경우에는 실험결과를 모사하기 위하여 First-principles DFT 

calculation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혼입 고용성분 농도에 따른 핵연료의 화학적 

성질 평가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기화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혼입 고용성분 농도

에 따른 계면 산화 반응 평가하기 위하여 U1-yThyO2+x 펠릿을 산화시켰다. 고용성분 및 혼입

농도에 따른 계면 거동 연구를 위하여 U1-yGdyO2 혼합 시료를 농도별로 제조하였다. 계면 반

응 전, 후의 U1-yGdyO2 혼합 시료와 Zr의 표면을 XRD, 라만분광법, 주사전자현미경-에너지

분산형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 및 평가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1. 국부핵종 분포 정밀측정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특성평가 분야의 핵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대상의 구

국부핵종 분포 정밀측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 노화장비를 대체한 신규 고분해능(High 

resolution) ICP-MS를 도입하였다. 상용 레이저용발 (Laser ablation, LA)장치와 결합하여 

조사전 핵연료 국부핵종 분포 정밀 측정시스템인 LA-ICP-MS를 구축하였다. 측정 조건 최적

화 후 In-115를 기준으로 노후 ICP-MS장비에 비하여 약 60배의 성능 향상을 보여줌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감도 성능향상은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통한 분석을 진행시 분석에 필요한 사

용후핵연료의 최소량을  설정하고 분석과정에서 야기할 수 있는 2차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표준물인 SRM 612 glass를 활용하여 86Sr/238U, 88Sr/238U, 139La/238U, 232Th/238U

에 대한 모든 element ratio가 2.96 ~ 3.96 %RSD 값으로 매우 균일하게 나타났음올 확인

하였으며 새로 구축한 시스템에서의 분석조건이 최적화가 됐음을 확인하였다.

조사핵연료 국부 핵종 분포 측정용 차폐 LA-ICP-MS 시스템의 안전성 및 성능을 향상시켰

다. 1차년에서 구축한 신규 HR-ICP-MS와 결합되어 있는 글러브박스를 방사성 시료의 사용

을 고려한 차폐 설계를 반영하여 설치 구축하였다. 1차년도에서 진행한 측정감도 향상의 후속

으로 ICP-MS 분석의 측정감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탈용매화장치를 도입하였고 최적화 과정

을 통해 기존 HR-ICP-MS에 탈용매화장치를 이용하면 약 측정 감도가 약 8.6배 증가함을 확

인하였다. 또한, LA용 차폐글러브박스 내에 레이저용발시스템과 샘플스테이지를 구축하였다. 

고방사성 시료에 대한 레이저 용발 질량분석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샘플 챔버를 

새로이 제작하였다. 제작된 샘플 챔버는 기존 챔버 디자인 갖고 있던 어려운 밀폐 과정 및 복

잡한 부대 장치 설치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2. 핵연료 고온 분석 장비 구축과 금속핵연료 고온거동 측정법 및 해석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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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고온 화학거동 분석 장비 구축을 위해 PWR 핵연료의 운영조건과 중대사고시 코륨

생성까지 구현가능한 온도범위를 고려하여 2000 ℃ 이상에서도 안정적으로 가열가능한 

Anton Paar HTK 2000N (Bruker, Germany) 고온 분석 장비를 기존 XRD 장비와 연계하

여 설치하였다. 장비의 성능 평가 및 최적화는 온도에 따라 피크의 이동이 잘 관찰되는 MgO

를 이용하여 실시간 XRD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100~1000℃ 영역에서 실시간으로 XRD 피크

의 이동이 관측됨을 확인함으로써 고온 분석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고 최적화도 잘 진행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속핵연료 고온 거동 측정 및 해석 기술 개발을 위하여 기보유 XRD에 고온 분석 장비 

구축하는 절차를 확보하였다. 금속핵연료 및 핵연료/피복관 고온거동의 핵심재료인 Zr 금속 

시료를 활용하여 고온 분석 장비 셋팅 절차, 고온 분석 장비 z축 alignment 절차, 고온 분석 

장비 측정 프로그래밍 방법을 최적화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Zr 금속 시료 및 W 금속 heating strip의 고온 실시간 XRD 결과들을 통해서, 고온 회절 패

턴 해석 기술에 대한 절차를 확립하였고, 온도 변화에 따른 상변화 모니터링 기술을 확보하였

다.

3. 고용성분 핵종 산화수 및 혼입농도에 따른 핵연료 계면 특성/거동 연구

고용성분 산화수 및 혼입농도에 따른 핵연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평가를 위해 3가 고용성

분을 함유한 (U,Nd)O2 펠릿과 4가 고용성분이 함유된 (U,Th)O2, (U,Zr)O2 펠릿을 제조하였

으며 Gd3+ 혼입 펠릿을 이용한 이전의 연구수행 결과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 제조한 펠

릿들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비교하였다. 엑스선 회절분석법을 이용하여 고용성분의 함량과 격

자상수 간 관계함수의 변화율을 통하여 3가, 4가 성분이 함유된 펠릿의 화학양론적 변화 정도

를 측정하였다. 고용성분의 이온 반경과 산화수에 따른 U5+의 생성유무에 따라서 구조격자상

수의 증감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고용성분 혼입양과 구조격자상수 사이의 선형 관계

를 역이용하여 핵연료 내 고용성분의 정성 및 정량 분석을 할 수 있는 비파괴적 분석방법으로

써 정립시킬 수 있는 기본 DB 자료를 확보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분석을 통해 3가 고용성분인 Nd3+ 또는 Gd3+를 혼입한 펠렛의 표면 구조는 

도메인의 크기가 수 십 부터 수 백 nm 수준으로 급격히 작아지면서 이로 인한 grain 

boundary의 분포가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가 고용성분 Th4+ 또는 Zr4+를 혼

입한 펠릿의 경우는 도메인의 크기와 다각형 형태를 유지하고 변화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였

다. 다만, Zr4+을 도핑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도메인의 크기가 수 ㎛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

다. 도메인 구조의 크기 변화는 구조격자상수 변화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고용성

분의 산화수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oxygen vacancy의 유무가 도메인의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혼입 고용성분의 산화수에 따른 도메인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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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및 grain boundary의 분포는 핵연료 펠릿의 전기전도도 및 열전도도와 같은 물리적 성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4-probe 표면 저항 측정기를 이용해 펠릿의 표면 저항

을 측정하여 전기전도도(σ, S/cm)를 분석한 결과 고용성분의 산화수에 따라 핵연료의 전기전

도도 특성에 뚜렷한 차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만분석을 통해 3가 고용성분 혼입 핵연료는 혼입 농도가 증가할수록 445 cm-1 영역의 

T2g U-O stretching 피크와 1150 cm-1 영역의 2 L-O phonon 피크들의 세기가 UO2보다 

매우 작아지고 500-650 cm-1 영역의 밴드의 세기는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3가 성분

의 도입으로 인해 깨진 전하균형 (charge balance)를 맞추기 위하여 산소결핍이 필연적이기

에, oxygen vacancy에 의한 격자 뒤틀림이 발생하고, 이 구조 변화가 라만스펙트럼 상 

500-650 cm-1 영역의 밴드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4가 고용성분 혼입 

(U,Th)O2 펠릿의 경우 Th의 혼입농도가 증가하여도 UO2와 차이점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

였다. Zr4+의 경우에는 U4+보다 이온반경 크기가 작으며, UO2 구조와는 다른 ZrO8 타입의 

complex가 형성됨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으며 실험결과를 모사하기 위하여 First-principles 

DFT calculation을 이용한 시뮬레이션도 병행하였다.

기 구축된 회전 원반 전극 시스템(Rotating disk electrode system)을 사용하여 0.1 M 

NaClO4 solution 또는 0.1 M NaCl의 바탕용액에 0.01 M의 탄산염을 함유한 전해 수용액

에서 전기화학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전류밀도의 스케일이 3가 고용성분을 혼입한 

펠릿의 전류밀도가 4가 고용성분 펠릿에 비해 더 큼을 확인하였다. 또한 3가 고용성분 혼입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류량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핵연료의 산화/침출 거

동이 시작되는 표면산화(약 0.3 V에서 시작)의 전압영역에서 전기화학반응을 살펴보면, 4가 

고형성분이 혼입된 UO2는 혼입농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3가 고형성분이 혼입된 경

우에는 혼입농도에 따른 변화가 매우 큼을 확인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 성과들은 종합적으로 보면 조사핵연료 연구에 필요한 고방사성 취급 기술로 후행핵

연료주기의 완성을 위한 핵심 기술에 해당하며, 이러한 기술들은 추후 진행될 원자력 산업현

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단계에서는 조사핵연료의 국부 연소도/핵종분포 특성 자

료를 확보하여 향후 진행될 사용후핵연료의 재순환, 운반/수송, 중간저장, 처분관련 인허가에 

필요로 하는 자료 요구에 대처하며, 적재적시에 제공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조사핵연료

의 연소도/국부연소도 자료를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현재 개발 진행 중인 다양한 차세

대 핵연료 운영조건에서의 고온 거동 및 계면거동 연구를 통하여 차세대 핵연료 개발에 기여

할 것이다. 분석기술의 국산화 및 개발된 분석방법의 신뢰성 평가를 통하여 한국형 표준화 분

석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원자력 산업전반에서 필요로 하는 화학측정 요구에 대처하며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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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축된 국부핵종 분포 정밀측정 시스템은 핵연료의 화학적 연소 특성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 

생산에 기여할 것이며, 파이로 공정 방사성 고체 시료의 분석 및 처분과도 연계하여 관련 자

료 생산에 활용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핵연료의 안전성 및 건전성 관련 인허가 자료로 사용

될 조사핵연료의 핵종 분포 및 국부연소특성 자료를 다양하게 생산할 것이다. 차폐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ICP-MS를 이용한 조사핵연료 핵종 분석이 가능하며, 측정된 자료는 핵종 국부

분포 측정 자료와 교차 비교에 이용할 것이다. 탈용매화장치를 도입함으로서 소량의 방사성시

료를 사용하여 실험자의 피폭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장기 분석 연구를 진행 할것이다. 정

밀분석 가능 LA-ICP-MS 분석을 위한 고방사성 시료 샘플챔버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레이저 

용발 중 피폭에 대한 실험자 안전성 확보 및 향후 유사 분석분야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사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허가 자료인 파괴분석 기반의 연

소도 및 핵종분포 측정에 활용할 예정이며, 생성된 자료는 사용후핵연료의 특성평가 및 안전

성 평가자료로 활용 예정이다.

고온에서 실시간으로 핵연료의 거동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종류의 핵연료에 대한 건

전성 관련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현재 개발 진행 중인 금속핵연료의 고온 거동 측정 및 

해석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차세대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자료 또한 생산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환경에서의 온도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의 구조적 특성변화

를 연구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다른 세부연구 목표인 고온에서 고용성 핵종이 핵연료/계면과의 화학반응에 미치는 영향성

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지하처분을 고려할 시 

예상되는 핵연료 표면의 부식 및 산화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표면구조자료도 사

용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특성 평가 자료와 연계하여 각 고용성분의 영향을 체계화 정리하

면 실제 사용후핵연료의 화학거동을 설명할 수 있는 모의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본 연구단계에서 도출한 전기화학 거동 자료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환경의 장기진화에 따

른 침출거동 현상을 이해하는 핵심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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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Research on the solid chemic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 of irradiated fuels

Ⅱ. Objective

There has been the demand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secure and 

sustainable nuclear energy, and the safe management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cluding spent nuclear fuel is becoming an issue. Accordingly, research on 

fast breeder reactor with dry recirculated fuel to improve long-term management 

safety with fuel recycling, and research on next-generation fuels related sodium 

cooling fast reactor fuel are under way. In the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fuels, investigations of the irradiated fuels should be carried out and the integrity 

of the fuels should be assessed. This research project aims to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technology leakage and to the elevation of national prestige by 

securing and providing the chemical evaluation data needed for not only the next 

generation fuel development process but also investigation of irradiated 

characteristics of existing fuels. In addition, by proactively securing the 

measurement technology for burn-up and nuclide distribution of spent fuel based 

on non-destructive analysis, one of the core technologies of spent fuel 

characterization research, precise and reliable nuclide evaluation technology will 

be established.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he national spent fuel safety 

management project by securing the basic technology for analyzing the soli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spent fuel and interfacial change characteristics 

between spent fuel and cladding in order to evaluate the long-term management 

safety of spent fuel.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chemical burn-up characteristics of nuclear 

fuel, not only average burn-up characteristics but also microscopic measurement 

data such as local burn-up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gradient 

from the center to the edge of the irradiated fuel are required. A radiation 

shielded laser ablation ICP-MS system, a radiation shielded micro-XRD syste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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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f microstructure crystal structure, and a fission gas measurement 

system were developed through the existing research in order to correspond with 

those requirements. By using those measurement techniques, local burn-up 

characteristics data and fission and retained gas data have been produced. This 

study will secure chemical measurement data for various nuclear fuels under 

development through chemical measurement of next-generation nuclear fuel, and 

provide the produced data as basic data for related research such as 

development of nuclear fuel or cladding. In addition, the related technologies will 

be used as a base technology for evaluation of precise nuclide distribution and 

burn-up, which are essential licensed data for spent fuel management projects 

such as the transport, intermediate storage, and permanent disposal of high-level 

wastes including spent fuel.

Securing burn-up behavior and local nuclide distribution data is expected to be 

a basic technology for achieving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goals, 

which mean completing the nuclear fuel cycle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nuclear energy, considering that nuclear power is operated as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system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and agreements, and 

is a strategic technology for securing national energy. “The basic plan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was finalized and proposed by the 6th 

Atomic Energy Promotion Council in July 2016, but after the launch of the new 

government, as the government's nuclear policy changed to nuclear power 

phase-out, it is expected to the changes for the amount of spent fuel generated 

and on-site temporary storage capacity due to variables such as minimum 

construction plan for new nuclear power plants, refusal to continue operation of 

old nuclear power plants, decrease in utiliz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decommissioning. Reflecting these environmental changes, “a review of the basic 

plan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will be conducted to closely 

examine the various routes and items that can be considered from generation of 

spent fuel to permanent disposal. At present, there are almost no studies on the 

evaluation of spent fuel characteristics in Korea using real spent fuel, therefore  

the roadmap for the research infrastructure and the base technology for the 

evaluation of spent fuel characteristic should be reflected in that review to 

improve public acceptance and to acquire the license of spent fuel management 

pro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cure the nuclid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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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technology, which is essential for the long-term safety assessment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to study the chemical behavior of major nuclide 

in spent fuel and the changes in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nuclear fuels. We will acquire the basic data for the chemical behavior and 

characteristics of major nuclide, and apply it to the research of spent fuel 

characterization which will be systematically proceeded in the future.

In this research phase, the final goal is to establish the measurement system 

for the soli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irradiated fuels and to study the high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nuclear fuel. Establishment and optimization of 

precision measurement system for local nuclide distribution, establishment of high 

temperature analysis system and development of analytical measurement and 

interpretation techniques for chemical behaviors of metallic fuels, and chemical 

behaviors of the fuel interface depending on the oxidation state and 

concentration of solid solution elements were studied in detail.

Ⅲ. Scope and Contents

1. Establishment and optimization of precision measurement system for local 

nuclide distribution 

In the first year, a precision measurement system for nuclide distribution was 

established. The old ICP-MS equipment in the radiation control area was 

dismantled and the space was secured prepared for the transfer of new 

high-resolution ICP-MS equipment. The surrounding laboratory equipment was 

relocated, and the UPS was installed after the relevant electrical work. The new 

high resolution ICP-MS was then installed and run, and combined with the LA 

equipment. Tune-up solution was used to optimize the measurement conditions 

of the new HR-ICP-MS. In addition, NIST-SRM 612 glass was used to optimize 

LA-ICP-MS measurement conditions and performance tests were performed.

In the second year, the optimization of the shielded LA-ICP-MS system for the 

measurement of local nclide distribution of irradiated fuel was performed. First, a 

new shielding system was designed and installed to improve the safety of 

LA-ICP-MS shielding system. In addition, a desolvation system was introduced for 

efficient and safe ICP-MS analysis of radioactive samples. A desolvatio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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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installed to combine with ICP-MS and the measurement conditions were 

optimized. A shielded LA system was constructed and measured by constructing a 

laser device, a sample stage in a shielded LA system, and a sample chamber for 

a highly radioactive sample.

2. Establishment of high temperature analysis system and development of 

analytical measurement and interpretation techniques for chemical behaviors of 

metallic fuels

In the first year, high temperature analysis system for chemical behavior of fuel 

was built and optimized. First, the optimum equipment was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compatibility with existing XRD, in situ heating condition and 

temperature range. High temperature analysis system was built and optimized 

using MgO samples.

In the second year, the development of analytical measurement and 

interpretation techniques for chemical behaviors of metallic fuels in high 

temperature was carried out. A high temperature analysis instrument installation 

procedure, setting procedure, z-axis alignment procedure, and measurement 

programming method were established. By using MgO, in situ high temperature 

XRD monitoring technology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change was secured. 

After that, the technology for in situ high temperature XRD monitoring of metal 

fuel using Zr metal was secured.

3. Chemical behaviors of the fuel interface depending on the oxidation state and  

concentration of solid solution elements

In the first year, chemical behaviors of the fuel interface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oxidation state of solid solution element. First, trivalent (Nd, Gd) 

and tetravalent (Th, Zr) solid solution elements doped UO2 pellets were prepared 

to measure and evaluate their surface and structural properties. The lattice 

structure of the fuel according to the oxidation number of the mixed solid 

solution element was analyzed by XRD, and the surface structure of pellet was 

also analyz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It also produced electrical 

conductivity measurement data, and Raman spectra were measured. A syste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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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chemical analysis (CV, LSV, Tafel plot) was established to produce an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mixed solid solution element on chemical properties 

of fuels. The electrochemical behavior evaluation data using cyclic voltammetry 

(CV) were produced with this system. Nd doped UO2 was prepared to evaluate 

the interfacial reaction characteristics between the solid solution element doped 

UO2 and Zr used as the simulated cladding tube. The surface of the U1-yNdyO2 

sample and Zr before and after the interfacial reaction were measured and 

evaluated by XRD, Raman spectroscopy,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X-ray microanalysis.

In the second year,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nuclear fuels were 

evaluated according to solid solution element and its concentration. UO2 pellets 

containing various solid solution element with various concentrations were 

prepared, and the lattice structure of the fuel according to the oxidation number 

of the mixed solid solution element was analyzed by XRD, and the pellet surface 

structure was also analyz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It also 

produced electrical conductivity measurement data, and Raman spectra were 

measured. In the case of U1-yZryO2 pellets, a simulation using first-principles DFT 

calculation was performed to simulate the experimental results. Electrochemical 

analytical methods were applied to produce data on the evaluation of chemical 

properties of nuclear fuel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s of mixed solid solution 

element. U1-yThyO2+x pellets were oxidized to evaluate the interfacial oxidation 

reaction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s of mixed solid solution element. 

U1-yGdyO2 samples were prepared to evaluate the interfacial reaction according to 

solid solution element and its concentration. The surface of the U1-yGdyO2 sample 

and Zr before and after the interfacial reaction were measured and evaluated by 

XRD, Raman spectroscopy,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X-ray microanalysis.

Ⅳ. Results

1. Establishment and optimization of precision measurement system for local 

nuclide distribution 

A new high-resolution ICP-MS alternative to the existing old equipmen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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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d to build a precision measurement system for nuclide distribution of 

spent fuel, which can be used as key data in the field of characterization of 

spent fuel in the future. LA-ICP-MS, a precision measurement system for local 

nuclide distribution of pre-irradiation fuel, was established by combining with 

laser ablation (LA) device. A new high-resolution ICP-MS showed about 60 times 

better performance than old ICP-MS equipment based on In-115 measurement 

after optimizing measurement conditions. This performance improvement can be 

used to establish the minimum amount of spent fuel required for the analysis 

and to minimize the secondary exposure that may occur during the analysis. By 

confirming that all element ratios for 86Sr/238U, 88Sr/238U, 139La/238U, and 232Th/238U 

are very uniform with 2.96 ~ 3.96 %RSD value using standard SRM 612 glass, it 

is confirmed that the analysis conditions in the newly constructed system were 

optimized.

The safety and performance of shielded LA-ICP-MS systems for measurement of 

local nuclide distribution were Improved. The glove box combined with the new 

HR-ICP-MS built in the first year was upgraded to reflect the shielding design 

considering the use of radioactive samples. Following the improvement of the 

measurement sensitivity in the first year, a desolvation device that can maximize 

the measurement sensitivity of ICP-MS analysis was introduced, and when the 

desolvation device was used in the existing HR-ICP-MS through the optimization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measurement sensitivity increased by about 8.6 

times. In addition, a laser ablation system and a sample stage were installed in 

the shielded glove box for LA system. A new sample chamber was manufactured 

in order to efficiently perform the laser ablation mass spectrometry test on highly 

radioactive samples. The fabricated sample chamber solved problems related to 

the difficulty of sealing process and complex installation of the existing chamber 

design.

2. Establishment of high temperature analysis system and development of 

analytical measurement and interpretation techniques for chemical behaviors of 

metallic fuels

In order to establish high temperature analysis system for chemical behaviors 

of fuels, Anton Paar HTK 2000N (Bruker, Germany) high temperatur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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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which can be stably heated above 2000 ℃, considering the operating 

range of PWR fuel and the generation of corium during severe accident, was 

installed in conjunction with the existing XRD equipment.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optimization of the installed equipment was carried out by in situ 

XRD measurement of MgO where the peak movement was well observed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By confirming that the XRD peak movement was 

observed in situ in the region of 100 ~ 1000 ℃, it is confirmed that the 

optimiza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e high temperature analysis equipment 

were very well. 

In order to develop analytical measurement and interpretation techniques for 

chemical behaviors of metallic fuels, the procedure of installing high temperature 

analysis equipment on existing XRD was secured. A monitoring technology based 

on temperature change was developed by optimizing the high temperature 

analysis equipment setting procedure, z-axis alignment procedure of high 

temperature analysis equipment, and high temperature analysis equipment 

measurement programming method using Zr metal sample, which  the core 

material of high temperature behavior of fuel/cladding. The procedure for the 

interpretation technique of high temperature diffraction pattern was established 

and the phase change monitoring technology with temperature change was 

secured through the high temperature in situ XRD results of the Zr metal sample 

and the W metal heating strip.

3. Chemical behaviors of the fuel interface depending on the oxidation state and 

concentration of solid solution elements

(U,Nd)O2 pellets containing trivalent solid solution element and (U,Th)O2, 

(U,Zr)O2 pellets containing tetravalent solid solution element were prepared to 

evaluate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fuel and compared with the 

those of the pellets using Gd3+ prepared in previous study. X-ray diffraction 

analysis was used to measure the stoichiometric changes of pellets containing 

trivalent and tetravalent components through the rate of change of the relation 

function between the content of solid solution element and the lattice constant of 

pellet. It was confirmed that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the lattice constant 

w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ion radius of solid solution element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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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ce or absence of U5+. By using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solid solution element incorporation and the lattice constant, the basic DB 

that can be established as a non-destructive analysis method to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analyze solid solution element in nuclear fuel was secure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alysis showed that the domain size of pellets 

containing Nd3+ or Gd3+, which is a trivalent solid solution element, rapidly 

decreased to tens or hundreds nm with increasing doping level. In the case of 

pellets containing the tetravalent solid solution element, Th4+ or Zr4+, the size and 

polygonal shape of the domain were maintained and tend not to change. 

However, when Zr4+ was doped, the size of the domain was partially reduced to 

several μm. The change in the size of the domain structure is related to the 

change in the lattice constant. In particular,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presence or absence of oxygen vacancy affects the growth rate of the domain, as 

the difference in the oxidation state of the solid solution element is obvious. The 

size of the domain structure and the grain boundary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oxidation number of solid solution element were expected to influence the 

physical properties such as the electrical and thermal conductivity of the fuel 

pelle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lectrical conductivity (σ, S/cm) by measuring 

the surface resistance of the pellet using a 4-probe surface resistance meter, it 

was confirmed that the electrical conductivity characteristics of the nuclear fuel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oxidation number of the solid 

solution element.

Analysis of Raman spectra of trivalent element doped UO2 showed that the T2g 

U-O stretching peaks in the 445 cm-1 region and the 2 L-O phonon peaks in the 

1150 cm-1 region were much smaller than those of UO2.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intensity of the band in the 500-650 cm-1 region increased with 

increasing doping level. Because oxygen deficiency is inevitably necessary to 

balance the charge imbalance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trivalent component, 

the lattice distortion caused by oxygen vacancy resulted in the 500-650 cm-1 

region in the Raman spectrum.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etravalent 

solid solution element doped UO2, (U,Th)O2 pellets, even if the mixing 

concentration of Th increase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from 

UO2. In the case of Zr4+, the radius of the ion was smaller than that of U4+, and 

it was experimentally confirmed that the ZrO8-type complex which differ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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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O2 structure was formed in (U,Zr)O2 pellet. In order to simulate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simulation using the first-principles DFT calculation was 

also performed.

Electrochemical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an electrolytic aqueous solution 

containing 0.01 M carbonate in a 0.1 M NaClO4 solution or a 0.1 M NaCl  

solution using a rotating disk electrode system. Overall, the current density of the 

pellets containing the trivalent solid solution element was found to be greater 

than the tetravalent solid solution element doped pellet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amount gradually increased as the concentration of 

the trivalent solid solution component increased. Electrochemical reactions in the 

voltage range of surface oxidation (starting at about -0.3 V) where the 

oxidation/leaching behavior of nuclear fuel begins showed that UO2 containing 

tetravalent solid solution element showed little change with the concentration of 

the mixture, but UO2 containing trivalent solid solution element showed large 

change.

Ⅴ. Ap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corresponding to high-radioactive handling 

technologies required for research of irradiated fuels, which are the core 

technologies for the completion of the back-end of nuclear fuel cycle, and these 

technologies are expected to be used in the nuclear industry in the near future. 

In the next step, local burn-up and local nuclid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data 

of the irradiated fuels will be acquired to cope with the data requirements for 

permits related to recycling, transportation, intermediate storage, and disposal of 

the spent nuclear fuel and to provide those in a timely manner. The database of 

burn-up/ local burn-up of irradiated fuel and the study of high temperature 

behavior and interfacial behavior under various next generation fuel operating 

conditions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ext generation fuel. By securing 

the Korean standardized analytical technology through localizing analytical 

technology and evaluating the reliability of the developed analytical methods, it is 

expected that related technologies will be provided to cope with the need from 

the nuclear industry.     

The installed precision measurement system for local nuclide distribution will 



- 21 -

contribute to the production of basic data on the study of the chemical burn-up 

characteristics of nuclear fuels and will be used to produce relevant data in 

connection with the analysis and disposal of pyroprocess radioactive solid 

samples. In the future, various data of nuclide distribution and local burn-up 

characteristics for irradiated fuels will be produced and used as license data for 

safety and integrity of nuclear fuel. The introduction of shielding systems enables 

the analysis of nuclides in irradiated fuel using ICP-MS, and the measured data 

will be used for cross-comparison with local nuclide distribution data. Long-term 

analytical studies will be conducted by securing the safety of the experimenter's 

exposure using a small amount of radioactive sample by introducing a 

desolvation device. By developing a sample chamber device for LA-ICP-MS 

analysis of highly radioactive sample, it is expected to be used for securing the 

safety of the experimenter's exposure during laser ablation and for similar 

analysis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to measure the 

burn-up and nuclide distribution based on the destruction analysis, which is the 

license data required for the management of spent fuel, and as the characteristic 

and safety evaluation data of spent fuel.

The study of in situ high temperature behavior of nuclear fuel will provide 

basic data on the integrity of various types of nuclear fuel. The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behavior measurement and interpretation technology for metal 

fuel is expected to produc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fuel. In 

the future, it will be used to stud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change of spent 

fuel by temperature in spent fuel management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lso available as a basis for assessing the effect of 

solid solution element on fuel/interface chemical reactions at high temperatures. 

In addition, surface structural data can be used to explain the mechanisms for 

corrosion and oxidation of the fuel surface, which should be considered during 

the disposal of spent fuel.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simulation data to 

explain the chemical behavior of spent fuel by systematically organizing the 

effects of each solid solution element in connection with the spent fuel 

characteristics evaluation data. In addition, the electrochemical behavior data 

derived in this research phase is expected to be used as a key data for 

understanding the leaching behavior under long-term evolution of spent fuel 

managemen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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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효율적인 원전운영과 더불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자력 에너지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후행 핵연료주기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방사성폐기

물의 안전한 관리가 이슈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및 장기관리 안전성 

향상을 위해 건식 재순환핵연료를 고속증식로에서 태우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관련된 

소듐냉각고속로 핵연료 개발과 같은 차세대 핵연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차세대 핵연

료의 개발에 있어서 핵연료의 조사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며, 조사된 핵연료의 건전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1,2] 본 연구과제는 기존 핵연료의 조사특성 외에 차세대 핵연료 개발과정에

서 필요로 하는 화학시험 평가 자료를 확보하여 새로운 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화학자료를 제공

함으로써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와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특성

평가연구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파괴분석 기반의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및 핵종분포 기술을 선

제적으로 확보하여 정확하고 신뢰성이 확보된 정밀핵종평가 기술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사

용후핵연료에 대한 장기관리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자체의 고체화학 특성 및 사용

후연료-피복관간의 계면변화 특성 분석을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진행될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사업의 성공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핵연료의 화학적 연소특성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연소특성 자료뿐만 

아니라 조사핵연료의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의 온도구배에 따른 국부연소특성과 같은 미시적 

측정자료도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를 통해 방사선 차폐 Laser 

Ablation ICP-MS 시스템과 미세영역 결정구조분석용 방사선 차폐 Micro-XRD 시스템 및 

핵분열생성기체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국부연

소특성 자료와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 및 잔류량에 대한 자료를 생산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핵연료의 조사거동 화학측정을 통해 개발 중인 다양한 핵연료에 대한 화학측정 자료를 

확보하고, 생산된 자료를 핵연료나 피복재 개발 등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기술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용후핵연료 소외 운

반, 중간저장, 고준위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인허가 자료인 연소도 및 정밀핵종평가를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될 예정이다. 

원자력이 국제조약 및 협정에 의하여 독립적인 국제기구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국가 에너

지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인 점을 감안하면 연소거동 및 국부 핵종분포 자료의 확보는 원자력

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연료주기 완성이라는 국가과학기술정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기초기술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준위폐기물의 정책 관련하여 지난 2016년 7월 제 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 확정됨으로써 사용후핵연

료를 포함하는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관리 기본방향이 국가차원에서 최초로 제시되었으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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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후, 정부의 원자력 정책이 단계적인 탈원전으로 변화함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계획 

최소, 노후원전 계속운전 불허, 원전 가동률 감소 및 원전 해체라는 변수로 인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소내 임시보관용량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사용후핵

연료의 발생부터 영구처분까지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영구 처분에 대한 사항을 면밀

하게 검토할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가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실제 사용후핵연

료를 활용한 국내의 사용후핵연료 특성평가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업의 인허가와 대국민수용성 향상을 위해 특성평가를 위한 연구 인프라의 구축, 기반 기술

의 개발을 위한 로드맵이 재검토에 반영되어져야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단계

의 장기안전성 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핵종분포 측정기술을 확보하고, 사용후핵연료 내 주요 

핵종들의 화학거동 및 이에 따른 핵연료의 물리화학적 특성변화를 연구함으로써 주요 핵종들

의 거동 및 특성 관련 독자적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향후 체계적으로 진행될 사용후핵연

료의 특성평가 연구분야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단계에서는 조사핵연료 고체화학 분석 기반 구축 및 핵연료 고온특성 연구를 최종

목표로 하였으며, 조사핵연료 국부핵종 분포 정밀측정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 핵연료 고온 분

석 장비 구축과 금속핵연료 고온거동 측정법 및 해석기법 개발, 고용성분의 산화수 및 혼입 

농도에 따른 핵연료 계면 특성/거동 연구를 세부 연구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번 단계의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절 국부핵종 분포 정밀측정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

효율적인 원자로 운영과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및 장기관리 안정성 향상하기 위해서는 조사

핵연료 건정성 및 화학시험 평가가 필수적이다. 기존 핵연료 조사 특성 외에도 차세대 핵연료 

개발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화학시험 평가 자료를 확보하여,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 새로운 핵

연료의 인허가 및 실용화 과정에 필요한 화학 자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욱이 핵연료의 화학적 연소특성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연소특성 자료뿐

만 아니라 조사핵연료의 중심부터 가장자리까지 위치에 따른 국부연소특성 같은 미시적 측정 

자료도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를 통해 방사선 차폐 LA-ICP-MS 

(Laser Ablation-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레이저용발-유도결합

플라즈마-질량분석기)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국부연소특성 자

료를 생산하고자 하였다. 방사성 시료에 대한 LA-ICP-MS의 응용은 암석 내 U나 Th과 같은 

자연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측정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안전조

치 및 핵감식의 목적으로 한 인공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측정의 목적으로도 주목받고 있

다.[3-7] 방사선차폐시스템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는 고방사성 시료에 대한 



- 39 -

LA-ICP-MS의 응용은 국내외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이나,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미조사된 

핵연료 시료에 대한 235U/238U를 측정하였고,[8] 사용후핵연료 내 미세영역에 포집된

(micron-sized inclusion) Xe에 대한 정량분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으며,[9] 고연소도 핵연

료에 대한 mass scanning을 수행하여 차폐 LA-ICP-MS의 고방사능 조건에서의 응용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10,11] 먼저 1차년도에는 조사핵연료 국부 연소도 및 국부동위원소분포 자료

에 대한 분석 품질향상을 위해 기존 LA-ICP-MS 보유 장비 중 ICP-MS에 대한 교체가 이루

어졌는데, 새로 교체된 장비는 기존 장비 대비 감도가 10배 이상 증가된 고분해능 장비이다. 

신규 LA-ICP-MS 시스템의 성능 평가 및 최적화를 위하여 표준물질을 이용한 분석 조건 최적

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2차년도에는 LA-ICP-MS 차폐 시스템의 안전성 및 성능 향상이 이루

어졌다. 차폐 LA 시스템을 구축하고 ICP-MS의 플라즈마와 샘플라인이 존재하는 글러브박스

도 밀폐하여 방사성 시료 사용 시 방사능 물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였다. 또한 최소한의 시

료를 사용하여 방사선의 세기를 줄이면서 측정감도는 증가시키기 위하여 탈용매화장치

(desolvator)를 설치하였다. 같은 농도의 시료 분석 시 감도가 약 5.8 ~ 8.6 배 증가함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제2절 핵연료 고온 분석 장비 구축과 금속핵연료 고온거동 측정법 및 
해석기법 개발

핵연료 고온 화학거동 연구를 위하여 XPS, XRD, Raman, SEM-EDS 등 다양한 연구 방법

을 개발하였으나, 실온에서 운용되는 장비의 성능으로는 실제 운용온도에서 핵연료 결정구조

의 변화나 고온에 의한 화학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실시간 

고온거동 장비와 X-ray 회절법을 접목하여 고온에서 핵연료의 구조 변화에 대한 실시간 분석

법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개발된 분석 장비 및 측정은 고온에서 실시간 핵연료 화학 거동에 

대해 연구를 통하여 경수로(PWR) 핵연료뿐만 아니라 차세대핵연료 개발 및 피복재 개발 시에 

필요한 건전성 및 안전성 관련 기초 자료 제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절 고용성분 핵종 산화수 및 혼입농도에 따른 핵연료 계면 특성/거
동 연구

1. 고용성분 산화수 및 혼입농도에 따른 핵연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

조사핵연료의 경우 다양한 방사성생성물(fission product)에 의한 UO2 matrix의 구조 변

화가 진행된다. 예를 들어 PWR UO2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Mo, Ru, Pd, Rc 같은 ε입자, 

Rb, Cs, Ba, Zr, Nb의 산화침전물, Xe, Kr같은 핵분열 기체(fission gas)들이 UO2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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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분포되어 있으며, 일부 악티나이드 및 란타나이드 원소들은 UO2와 고용체(solid solution)

을 형성한다.[12,13] 핵연료의 종류 및 연소도에 따라 생성되는 고용성분, 비고용성분 및 ε입

자 등의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핵연료 구조적 특성 변화는 다양하며,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재

활용 및 처분을 고려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특성변화와 핵연료와 피복재 계면 화학반

응에 대한 연구 자료가 필수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조사거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 화

학적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자체 국내 기술을 확보해야한다.

캐나다 Western 대학의 Prof. D.W. Shoesmith 그룹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일부 

3가 고용성분 혼입 핵연료에 대한 구조변화, 표면 특정 분석 및 전기화학적 침출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었느데, 이번 연구과제에서는 구 영역을 보다 확장하여 다양한 고용성분에 따

른 핵연료의 구조 및 표면 특성, 피복관과의 화학거동 연구 및 자료 생산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고용성분 종류, 농도 및 혼입 핵연료에 대한 화학적 당량별 화학 및 구조 특성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1차년도에서는 Nd3+, Th4+, Zr4+ 혼입 UO2를 제조하여 XRD, 라만 분광법, SEM을 이용하

여 고용성분 산화수에 따른 핵연료 표면 및 구조 특성을 평가하였다. 2년차도에는 고용성분 

혼입농도에 따른 변화를 평가하였다. 평가된 핵연료 표면 및 구조 특성 자료를 바탕으로 핵연

료의 전기화학적 산화 반응 평가를 통해 핵연료 표면 거동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혼입 고용성

분의 산화수와 혼입농도에 따라 펠릿의 구조적 특성과 전기화학적 산화 거동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고온성분 혼입 UO2와 모사 피복관 Zr과의 계면 반응 특성 평가

후쿠시마 이후 핵연료/피복관 계면 고온화학반응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고온에서 핵연료와 피복관의 화학반응에 대한 연구는 경수로 핵연료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평

가하기 위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인 연구이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내 생성되는 고

용성 핵종이 포함된 UO2와 피복관의 주성분인 Zr의 고온 계면 화학 반응을 연구함으로서, 고

온에서핵연료 내 고용성 핵종의 거동 및 Zr과의 계면 반응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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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부핵종 분포 정밀측정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조사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및 핵분열생성물에 대

한 방사화학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핵연료의 연소도 평가를 위한 TIMS 기반 Nd-148 

방법을 개발하여 일부 조사핵연료의 연소도 분석 및 평가에 일부 활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

지 개발되어진 가장 정확한 연소도 분석법이나 전처리 및 핵종분리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

리는 단점이 있으며,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Cs-134/Cs-137, Ce-144, Eu-154, Ru-106에 

대한 감마계측을 통한 분석법은, 분석 정밀성과 정확도가 TIMS 방법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ICP-MS를 

이용한 연소도 분석법에 대한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의 화학적 국부연소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방사선 물질 취급용 방사선 차

폐 Laser ablation ICP-MS 및 micro-XRD 시스템을 개발을 통해 연소특성 및 국부핵종분

포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구축된 시스템의 고방사성 시료 적용성 평가, 

및 PWR 사용후핵연료 측정자료를 확보하였다. 지난 단계에서 PWR 조사핵연료와 더불어 현

재 연구개발 중인 차세대 핵연료들을 대상으로 핵연료의 조사특성 자료 생산을 시작하였고 관

련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한 국내 선행 핵연료주기 산업에 비하여 국내 후행 핵연료주기 관련 

산업, 즉 SF(Spent Fuel,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습식 중간 저장, 재가공, 처리/처분, 그리고 

원전 제염/해체와 관련된 산업은 아직 상용화 전단계이다. 원전 저장 수조의 SF 저장 용량이 

포화가 예상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원전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후행 핵연료주기의 기술 개발

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조사핵연료 취급 기술을 포함한 국내 방사화학의 

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래원자력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과 연계된 금속핵연료 

개발이나, 사고저항성 핵연료 개발 등 다양한 핵연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실용화 절차에 필요한 건전성 평가를 위한 물리화학적 자료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이들 

핵연료들의 조사핵연료 시편에 대한 평균/국부 동위원소 분포 및 구조변화, 실제 운영 조건에

서의 핵연료 거동, 핵연료와 피복관과의 상호 화학반응과 같은 자료들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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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핵연료 고온 분석 장비 구축과 금속핵연료 고온거동 측정법 및 
해석기법 개발

방사능차폐시스템이 갖춰진 micro XRD를 이용한 조사핵연료의 결정 구조 분석 방법 및 

핵연료의 화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Raman 

spectroscopy, 전기화학적 연구방법 등을 일부 개발하였다. 지난 단계에서 PWR 핵연료, 금

속핵연료 및 핵연료/피복관과의 고온 화학거동 연구를 일부 수행하였으나, 실온에서 운용되는 

장비의 성능상 실제 운용온도에서핵연료 결정구조의 변화나 피복관과의 고온 화학반응을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차기 단계에서는 in-situ 고온거동 장비와 X-ray 회

절법을 접목하여 핵연료의 구조 변화에 대한 실시간 분석법을 개발 수행 예정이다. 현재, 조사

핵연료의 결정구조 평가 및 핵연료 특성 평가 연구는 세계 타 기관과 유사한 기술수준을 보유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핵연료의 표면 분석 기술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국부적 화학거동 

및 고효율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 선진화가 필요하며 현재 고체상 방사

화학 거동 연구는 선진국 대비 6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원자력기술개발사업에서 추진 중인 초고연소도 고성능 핵연료 개발과 사용후핵연료의 

재순환을 위한 건식 재순환핵연료 개발 등 새로운 국산핵연료의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러한 차세대핵연료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의 기술적인 진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본 과제에서는 차세대핵연료

의 성공적 개발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핵연료 건전성 평가를 위한 핵연료 운용조건 하

에서의 구조 변화, 고온 거동, 핵연료/피복관의 계면 반응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3절 고용성분 핵종 산화수 및 혼입농도에 따른 핵연료 계면 특성/거
동 연구

핵연료의 종류 및 연소도에 따라 생성되는 고용성분, 비고용성분 및 ε 입자 등의 핵분열생

성물에 의한 핵연료 구조적 특성 변화 및 핵연료와 피복재의 계면 화학반응 연구를 위해 

Western  대학의 Prof. D. W. Shoesmith 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3가 고용성분 혼입 핵연료에 대한 구조변화, 표면 특성 분석 및 전기화학적 침출특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차기 단계에서는 연구 영역을 보다 확장하여 다양한 고용성분 (3가, 4가 

및 다중산화수) 및 혼입농도별 핵연료의 구조 및 표면 특성, 피복관과의 화학거동 연구 및 자

료 생산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고용성분 혼입 핵연료에 대한 화학적 당량별 핵연료 

화학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용성분 혼입 핵연료의 계면 특성 및 거동연구와 관련된 기술은 특별한 시장을 형성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분말 XRD를 이용한 구조변화 분석, Raman, XPS, SEM/EPMA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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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표면의 물리/화학적 변화, 전기화학을 이용한 침출특성 변화의 관측과 같은 다양한 분

석 방법들은 기술적 적용성이 좋으므로 타 분야의 기술 시장에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

제4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ICP-MS를 이용한 연소도 분석법이 

1990년대를 기점으로 독일의 ITU, 미국의 INL, ANL에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ICP-MS 법

의 측정정확도의 저해요인인 핵분열생성물 및 악티나이드 원소간의 동중원소 효과를 최소화하

기 위해 ICP-MS 시료도입부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피 (IC) 및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를 도입하여 분석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연구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8]. 최근들어 INL에서 MC-ICP-MS를 도입하여 별도의 화학분리 없이 연소도를 측정하

는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조사핵연료에 대한 국부 연소도 및 선원항 분포 측정을 위해 방사성차폐시스템이 결합된 

LA-ICP-MS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PSI(Paul Scherrer Institute)에서는 미조사된 

UO2 시료에 대한 U-235/U-238 동위원소비를 측정하였고 고연소도의 핵연료에 대한 mass 

scanning을 수행하여 차폐 LA-ICP-MS의 고방사능 조건에서의 응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

한 사용후핵연료 내 미세영역에서 포집된 Xe 기체에 대한 정량분석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

다. 스웨덴의 Studsvik Nuclear AB에서는 LA-ICP-MS를 이용한 고연소 사용후핵연료(BWR) 

내  Xe, I, Cs등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반경방향 분포를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PWR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동위원소 분포도 도출하였다.

독일 ITU에서는 고체 조사핵연료 매질 내에서의 다양한 핵분열생성물들의 상 거동, 이동 특

성, 방출 거동 등에 대하여 분광학, 결정학, 계산화학 등 고체화학적 분석 및 자료해석 기술을 

활용하여 원자수준, 분자수준, 그리고 거시적 물성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거동의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 중이다.

사용후핵연료 장기 저장 안정성 평가를 위해 프랑스의 CEA, 미국의 스탠포드대학, 캐나다

의 Western대학 연구진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라 생성되는 다양한 핵종 및 화합물

에 대한 공간적 분포 특성과 화학적 거동 특성에 대하여 연구 중이며, 장기적인 방출 특성에 

대한 연구와 고방사선 환경에서의 물의 분해에 의한 영향성 평가 연구가 수행 중이다.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유럽 10개국의 사용후핵연료 연구기관들이 모여 일명 

FIRST-Nuclides라고 하는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사용후핵연료 내 즉각적 방출핵종에 대

한 분석결과 DB를 구축하였다.

ANKA INE-beamline에서는 EXAFS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를 이

용하여 복잡한 분리과정 없이 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및 핵분열생성물의 배위수, 결합길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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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정보에 대한 분석결과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의 ANL에서는 XANES (X-ray 

absorption near-edge structure)를 이용하여 관심 핵종의 산화수 상태 및 기하학적 구조 

규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프랑스 CEA에서는 U-Pu-AM mixed 산화물의 

oxygen-to-metal ratio를 gravimetry, XAS, XRD등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oxygen-to-metal ratio의 차이가 플루토늄의 산화/환원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것을 XANES

와 EXAFS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 47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국부핵종 분포 정밀측정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

제2절 핵연료 고온 분석장비 구축과 금속핵연료 고온

거동 측정법 및 해석기법 개발

제3절 고용성분 핵종 산화수 및 혼입농도에 따른 

핵연료 계면 특성/거동 연구

제4절 연구개발성과





- 49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국부핵종 분포 정밀측정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

1. 조사핵연료 핵종 국부분포 정밀측정시스템 구축

가. ICP-MS 장비 교체

(1) 방사선 관리구역 내 노후 ICP-MS 장비 해체 이전

지난 1995년에 도입하여 고준위 방사성물질에 대한 정량 및 동위원소분석에 활용하였던 

ICP-MS(Thermo, Element) 장비(그림 3-1-1 참조)는 현재 장비 노후화로 인해 현재 사용불

능 상태이며, 단종된 모델로 관련부품의 수급이 어려운 상태이기에 신규장비의 도입을 결정하

였으며, 도입될 신규 장비는 기존장비에 비해 정확도와 정밀성이 훨씬 뛰어난 고분해능 

ICP-MS(Thermo, Element XR)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장비 및 글러브박스 부대시

설을 해체한 후 임시저장 구역으로 이전하였다. 글러브박스 DUP(Deep Under Pressure) 연

결 라인 등 신규 장비에도 적용 될 수 있는 부품들은 따로 보관하였다.

(2) 신규 고분해능 ICP-MS 장비 이전을 위한 준비

① 실험실 공간확보 및 주변 실험장비 재배치

신규 고분해능 ICP-MS(Thermo, Element XR)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림 3-1-2처럼 방사

선 관리구역 내 기존 실험실을 정리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효율적인 분석 동선을 고

려하여 주변의 실험 장비를 재배치하였다.

② 전기공사 및 UPS 설치

기존 장비는 220V의 전원을 400V로 승압하여 사용하고 있었기에 안정적인 전원공급에 문

제가 있었다. 따라서 직접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440V 전원 설치를 그림 3-1-3과 

같이 시행하였다. 440V 전원은 UPS(Uninterrupted Power Supply, 정전대비용 보조 전원)

에 연결 되어 400V로 조절 후 신규 ICP-MS 장비에 공급되며, 순간 정전에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기에 400V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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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top, left and right) Overview of old ICP-MS system. (bottom, left) 

Disassembly of old ICP-MS system. (bottom, right) Temporary storage of old ICP 

system in empty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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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Preparation of space for new 

HR(high resolution)-ICP-MS installation.

Fig. 3-1-3. Installation of 440V pow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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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고분해능 ICP-MS 설치 및 LA장비와 결합

① 신규 고분해능 ICP-MS 설치 및 LA장비와 결합

기존 ICP-MS장비의 대체로 도입되었던 신규 고분해능 ICP-MS는 방사선 관리구역의 공간

확보 문제로 일반실험구역에 설치되어 비방사성 시료 분석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기존 장비

의 해체와 임시구역으로의 이동으로 실험실 공간을 확보함에 따라, 신규 고분해능 ICP-MS 및 

관련 장비들을 방사선 관리구역 내 실험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분리하였다. 분리된 장비들은 

개별 포장되어 작업용 리프트, 지게차, 무반동 이송차량 등을 이용하여 방사선 관리 구역 내 

실험실로 이전하였다 (그림 3-1-4 참조).

② 신규 고분해능 ICP-MS 설치 및 구동

방사선 관리 구역 내 실험실로 이전된 장비 및 부품들을 조립하여 신규 고분해능 ICP-MS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기존의 DUP 연결 부품을 이용하여 배기 라인을 설치하였음다 (그림 

3-1-5). 전원 및 모든 가스라인을 연결하여 장비 상태를 확인 한 후, 플라즈마가 정상적으로 

가동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3-1-6).

③ LA장비와 신규 고분해능 ICP-MS의 결합

조사전 핵연료의 성분 분석용으로 Teledyne CETAC Technologies사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고 있는 상용 LA장치인 LSX-213를 신규 고분해능 ICP-MS와 결합하여 샘플라인 및 샘플 

가스라인이 정상적으로 연결됨 및 작동함을 확인하다 (그림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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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HR-ICP-MS and additional equipments transfer.

Fig. 3-1-5. Installation of HR-ICP-MS, glove box and DUP 

exhaust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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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left) Operation of plasma in HR-ICP-MS. (right) Plasma inside torch box seen 

through window indicated by arrow.

  

Fig. 3-1-7. Connection of Ar gas line and sample gas line between HR-ICP-MS and LA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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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R-ICP-MS 및 LA-ICP-MS 성능 테스트

(1) HR-ICP-MS 측정 조건 최적화 및 성능 테스트

① HR-ICP-MS 튜닝

Ba, B, Co, Fe, Ga, In, K, Li, Lu, Na, Rh, Sc, Tl, U, Y이 들어있는 tune-up 용액을 

이용하여 측정 분석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그림 3-1-8처럼 sample gas flow, torch 위치 등

을 조절하여 모니터링 하는 element의 세기(intensity)가 가장 큰 조건을 찾았다. 세기가 가

장 크며 일정하게 유지되는 측정 조건을 최적화 한 후 low, medium, high resolution에 대

하여 mass calibration을 수행하였다.

② 신규 HR-ICP-MS와 노후 ICP-MS와의 성능 비교

측정 조건 최적화와 calibration을 완료한 후 1 ppb 농도의 In에 대하여 intensity를 측정

하였다. 신규 HR-ICP-MS장비는 In-115에 대하여 2 x 106 cps/ppb의 감도(sensitivity)를 

가지는데, 이는 노후 ICP-MS장비의 3.3 x 104 cps/ppb에 비하여 약 60배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3-1-9).

(2) LA-ICP-MS 측정 조건 최적화 및 성능 테스트

① 측정 조건 최적화

한 포인트씩 용발을 시키는 spot analysis 방법을 사용했으며, 대상 표준물질로는 공인된 

mass fraction 값을 가지는 15개 element가 들어 있는 NIST SRM(Standard Reference 

Material) 612 glass를 이용하였다. 스팟 크기, 레이저 에너지, 레이저 진동수, 레이저 셔터 

딜레이, 스팟 당 레이저 샷 횟수 등을 조절하여 ICP-MS상에서 saturation 되지 않으면서 안

정된 환경에서 높은 S/N (signal-to-noise ratio)를 갖는 조건으로 최적화하였다. 최적화 측

정 조건은 표 3-1-1과 같으며, SRM 612 glass 내 Sr-86, Sr-88, La-139, Th-232, U-238

을 측정 대상 element로 하여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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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Tuning of operation condition of HR-ICP-MS.

Fig. 3-1-9. Comparison of sensitivity for In-115 (1 ppb) at old ICP-MS 

and new HR-IC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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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측정결과

레이저로 용발된 시료 중 Sr-86, Sr-88, La-139, Th-232, U-238에 대한 정량정보를 

HR-ICP-MS로 획득하여 질량 스펙트럼을 얻었다 (그림 3-1-10). 86Sr/238U의 값은 평균 

0.140 ± 0.006, 88Sr/238U의 값은 평균 1.184 ± 0.035, 139La/238U의 값은 평균 0.833 ± 

0.031, 232Th/238U의 값은 평균 0.960 ± 0.034로 나타났으며(그림 3-1-11), 모든 element 

ratio가 2.96 ~ 3.96 %RSD 값으로 매우 균일하게 나타났다. 신규 HR-ICP-MS와의 연결 전 

최적의 조건 하에서 LA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SRM-612의 98Mo/238U의 %RSD 값이 3.4인 

것과 비교하면, 새로 구축한 시스템에서의 분석조건이 최적화가 됐음을 확인하였다.

SRM 612의 인증서에 기록된 값으로 예측되는 Th/U의 비는 1.011 ± 0.004로  실험 결

과인 0.960 ± 0.034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SRM-612 내 각 핵종들의 ICP-MS 감응도 차

이로 예상 되며, 실제로 같은 농도를 가지더라도 각 핵종별로 감응도가 질량에 따라 다르게 

측정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매질의 용발 특성 차이 및 원소별 용발 특성 인자도 달라지기에 

측정하고자 하는 매질에서 장비가 지니는 원소별 factor에 의한 측정값의 보정 값을 구해야 

실제 정략적인 원소비를 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향후 질량에 따른 감응도와 보정법을 구

하여 고체시료에 대한 정량적 해석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LA parameters LSX-213 (Teledyne CETAC Technologies)

 Sample NIST-SRM 612 glass

Laser (Nd:YAG) 213 nm, < 5 ns

Shutter delay 40 s

Energy 14.4 mJ

Spot size 100 μm

Pulse frequency 20 Hz

Number of shots per point 50

Ablation type Spot analysis

Carrier gas flow (He) 600 ml min-1

Table 3-1-1. Optimized measurement conditions for LA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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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 Comparison of sensitivity for In-115 (1 ppb) at old ICP-MS and 

new HR-ICP-MS.(top) Microscope image of SRM-612 glass with laser ablated 

craters. (bottom) Intensity of 86Sr, 88Sr, 139La, 232Th and 238U measured by 

LA-IC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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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 (top, left) 86Sr/238U ratio, (top, right) 88Sr/238U ratio, (bottom, left) 
139La/238U ratio and (bottom, right) 232Th/238U ratio measured by LA-ICP-MS 

(straight/dotted red lines indicate the average/standard deviation valu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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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측정 결과 결론

조사핵연료 국부 연소도 및 국부동위원소분포 자료에 대한 분석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후 

ICP-MS 장비를 이전 해체하였으며, 신규 고분해능(HR) ICP-MS 장비 이전을 위한 준비를 끝

마친 후, 신규 장비를 이전 설치하였다. 전원 및 모든 라인을 연결한 후 신규 HR-ICP-MS 장

비의 플라즈마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 했으며, LA 장비와의 연결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

다.

 Tune-up 용액을 이용하여 HR-ICP-MS의 측정 조건을 최적화하였고 성능 테스트 결과, 신

규 HR-ICP-MS장비의 sensitivity가 노후 ICP-MS장비에 비하여 최대 약 60배의 성능 향상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준물질 SRM-612를 이용하여 LA-ICP-MS 측정 조건을 최적화하였고, Sr-86, Sr-88, 

La-139, Th-232, U-238을 대상 element로 하여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U-238에 대한 

Sr-86, Sr-88, La-139, Th-232의 비가 2.96 ~ 3.96 %RSD 값으로 매우 균일하게 나타남

을 확인하였다. 이전 시스템의 최적화조건에서 SRM-612의 98Mo/238U의 %RSD 값이 3.4

인 것과 비교하면, 새로 구축한 시스템에서의 분석조건이 최적화가 됐음을 확인하였다.

 매질의 용발 특성 차이 및 원소별 용발 특성 인자, 질량에 따른 감응도와 보정법을 고려한 

정량적 해석을 추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물을 이용한 LA-ICP-MS 자료와 

ICP-MS 자료간의 비교 검토를 통한 신뢰성 평가를 진행한 후 본격적인 자료 생산을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고준위 핵연료의 화학분석 기술 개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 조사핵연료 국부 핵종 분포 측정용 차폐 LA-ICP-MS 시스템 최적화

가. LA-ICP-MS 차폐 시스템 안전성 향상

(1) 차폐시스템 설치 전 상황

ICP-MS와 결합되어 있는 글러브박스의 경우에는 방사성 시료의 사용을 고려하여 그림 

3-1-12처럼 차폐 설계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림 3-1-13처럼 설치되지 않은 채 개방되어 

있는 형태였다. 초기에 성능을 원활히 테스트하고 추후 장비 이동을 고려하여 향후 설치를 계

획했었다. 또한 추가 장비가 글러브박스 내에 설치되는 등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 되었다. 따라서 최종 설치된 ICP-MS의 최적 실험 동선을 고려하여 차폐 시스템을 새로

이 설계하기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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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 Layout for shielded glovebox.

Fig. 3-1-13. Glovebox without shield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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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폐시스템 설치

① 설치 시 고려사항

차폐 시스템을 설치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글러브의 위치, 개수, 크기였다. 사용

자의 시료취급 편의성 및 플라즈마 장비 교체의 편의성만을 고려하면 여러 개의 장갑을 설치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그 만큼 비용이 증가하며, 여러개의 장갑 때문에 글러브 박스 내 

사용자 시야확보가 어려우며, 장갑 사용으로 인하여 음압으로 유지되는 내부의 큰 기류 변화

가 우려된다. 글러브 박스 내 기류가 크게 변하면 플라즈마의 안정성 또한 일정하지 않아 분

석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만 한다. 또한 내

부 기압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압계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장비로부터의 전원 및 케이블 등의 

연결성 또한 고려해야한다. 시료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로 및 투입구의 모양, 내부에서 생성

되는 폐기물 및 남은 시료를 배출하는 경로를 구상해야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글러브박스 사

용편의성을 고려하여 시료의 핸들링, 플라즈마 토치의 정비 편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플라즈마 박스의 슬라이딩 기능을 고려하여 최종 설계를 그림 3-1-14와 같이 확정하였다.

② 설치 및 구동

장갑이 설치되는 양쪽 면을 두꺼운 아크릴 판을 이용하여 차폐하였고 동선에 맞게 제작된 

구멍에 장갑을 그림 3-1-15와 같이 설치하였다. 시료 투입구와 내부 폐기물 외부 배출구를 

설치하였다. 투입구와 배출구는 내부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중으로 설치

되었고, 내부의 기압이 외부보다 낮게 유지됨을 설치된 기압계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내부에 

충분한 음압이 걸리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

을 것으로 보이며, 내부를 외부로부터 완벽히 차폐했기 때문에 알파입자 또한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설치 완료된 차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동선에 맞게 실험 시연을 하

였으며, ICP-MS를 실제 구동하여 안정적으로 전체 시스템이 운영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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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14. New layout for shielded glovebox. 

Fig. 3-1-15. Complete installation of shielded glove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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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A-ICP-MS 차폐 시스템 성능 향상

(1) 탈용매화장치(desolvator) 개요

방사성시료의 효율적이며 안전한 ICP-MS 분석을 위하여 탈용매화장치를 도입하기로 하였

다. 탈용매화장치의 원리는 그림 3-1-16과 같이 고온 하에서 효과적인 멤브레인과 아르곤 가

스흐름을 이용해 용매(주로 수분)만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목표성분만을 ICP-MS의 플라즈마로 

통과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의 장비를 이용하면, 더 적은 양의 시료로도 충분한 감도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방사선(특히 감마선) 노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2) 탈용매화장치와 ICP와의 결합

① 탈용매화장치 설치 및 결합

가장 최근에 출시되어 높은 효율을 가지는 APEX사의 Omega HF 제품을 구입하여 그림 

3-1-17(좌)와 같이 설치하였다. 기화된 용매를 제거하기 위한 배출라인을 설치하였으며, 배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또한 도입하였다. 탈용매화장치 내 목표성분의 플라즈마로의 

이동을 위해서는 질소가스가 필요하기에, 질소 가스 라인도 외부로부터 도입 및 설치하였다. 

장치 내부는 그림 3-1-17(우)처럼 크게 Desolvator 부분과 Spray chamber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에서는 용매를 날려버리고, 뒷부분에서는 목표성분을 aerosol 형태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만들어진 aerosol은 샘플라인을 따라 ICP-MS의 플라즈마로 들어가게 된다.

② 측정조건 최적화

탈용매화장치의 여러 파라미터들과 ICP-MS의 조건을 조절하여 시료의 감도가 극대화가 되

는 조건을 찾아 최적화하였다. 탈용매화장치에서 조절 할 수 있는 값으로는 그림 3-1-18과 

같이 질소, 아르곤 가스의 flow rate와 Spray chamber, Desolvator, Peltier cooler의 온

도, Peristaltic pump의 속도이다. 대부분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기에, 질소와 아르곤 가

스의 flow rate를 조절하면서 시그널의 변화를 관할하였다. 또한 배출라인의 스위치를 조절하

면서 감도를 조절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세 가지 변수에 따라 감도가 크게 바뀌는 것을 확인

하였다. ICP-MS의 조건 또한 조금씩 바꿔가면서 감도를 조절하였고, 그 결과 표 3-1-2와 같

은 측정 최적화 조건을 구하였다. 매번 측정할 때 마다 조건이 미세하게 변할 수 있지만, 이 

조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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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 The principle of the desolvator. Sweep gas (Ar) removes solvent vapor 

while the analyte transport efficiency remains high.

Fig. 3-1-17. (left) Installation of APEX Omega HF with plasma of ICP-MS. (right) Inside of 

APEX Omega 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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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8. Control software of APEX Omega HF. 

 Desolvator parameters APEX Omega HF

Nitrogen flow rate 4.60 mL min-1

Argon flow rate 3.80 L min-1

Spray chamber temperature 140 ℃

Petlier cooler temperature 3 ℃

Desolvator temperature 155 ℃

Peristaltic pump speed 17 rmp

Peristaltic pump flow rate 600 L min-1

Table 3-1-2. Optimized measurement conditions for APEX Omega 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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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측정 결과

㉮ 감도 증가

Tune-up 용액을 이용하여 탈용매화장치 사용 전후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3-1-19

과 같다. 1 ppb의 In-115에 대하여 기존 HR-ICP-MS으로만 분석 했을 시  약 1.9 x 106 

cps의 감도를 보여 준 것에 비해, 탈용매화장치를 이용하면 약 1.1 x 107 cps로 감도가 약 

5.8배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1ppb의 U-238에 대해서는 기존 HR-ICP-MS으로만 분석 했을 

시  약 1.4 x 106 cps의 감도를 보여 준 것에 비해, 탈용매화장치를 이용하면 약 1.2 x 107 

cps로 감도가 약 8.6배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즉 이는 시료의 농도를 5~9배 정도 묽게 하여

도 충분히 높은 감도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방사성시료를 대상으로 

ICP-MS 분석을 시행 할 시에 탈용매화장치를 사용한다면 전처리에 필요한 샘플의 양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방사성물질에 대한 피폭의 영향도 매우 감소 할 것으로 예측된다.

㉯ 감도 안정성

분석이 장시간 진행되는 동안 감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가 측정 자료의 신뢰성

에 큰 영향을 준다. 이 안정성이 일정하지 않다면 같은 농도의 시료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감도로 나타나 농도가 다르게 측정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탈용매화장치를 이용할 시 

감도의 세기가 증가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보고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

이 필요하다. In-115와 U-238을 타겟으로 하여 1분간 3세트로 감도 평균을 구하여 표준편차

를 구하였다. 그림 3-1-20와 같이 HR-ICP-MS만 이용할 시 안정적으로 약 1.17 %RSD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탈용매화장치를 이용할 시 In-115에 대하여 1.58 %RSD, 

U-238에 대하여는 1.47 %RSD값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안정적인 표준편차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긴 시간동안의 감도 안정성을 평가 해 볼 필요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탈용매화장치를 이용해도 신뢰 할 수 있는 감도 안정성을 확보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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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9. Comparison of measured intensity with and without desolvator (APEX Omega 

HF) for In-115 (left) and U-238 (right). 

Fig. 3-1-20. Comparison of measured stability  for In-115 and U-238 with (left) and 

without desolvator (APEX Omega HF)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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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폐 LA 시스템 구축 및 측정

① 레이저 장치 구축

기존에 사용하던 Q-switched Nd:YAG laser (Inlite II-20, Continuum)을 이용하여 레이

저 장치를 구축하였다. 266 nm의 UV laser가 output으로 나오며, 최대 20 mJ의 에너지를 

가진다. Frequency를 1~20 Hz로 조절하여 에너지 세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그림 3-1-21처

럼 mirror의 위치를 재배치하여 LA용 차폐글러브박스 내 샘플스테이지로 들어가도록 레이저

빔을 정렬하였다. 그림 3-1-22과 같이 flash lamp와 Q-switch의 값을 조절하여 레이저빔의 

에너지 등을 조절할 수 있으며, 레이저의 에너지 및 장비의 온도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차폐 장치 내 샘플스테이지 구축

그림 3-1-23와 같이 LA용 차폐글러브박스 내에 용발시스템과 샘플스테이지를 구축하였다. 

PC-controlled XYZ 샘플스테이지가 도입되었으며, 레이저에 의해 용발된 시료는 샘플스테이

지와 연결된 관을 통해 주입된 아르곤 가스를 운반기체로 하여 ICP-MS와 연결된 다른 관을 

통해 이동한다. CCD 이미지로 확인한 샘플스테이지 내부의 모습은 그림 3-1-24과 같다. LA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샘플스테이지의 위치 및 내부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차폐 LA 시스템 측정

그림 3-1-25는 상용 LA장치인 LSX-213를 이용하여 SRM-612를 라인스캔 한 결과이다. 

Th-232와 U-238의 공인된 농도를 바탕으로 1.045의 Th-232/U-238의 값을 가지는데, 172

초 동안 스캔하여 측정된 값을 처음과 마지막 15초를 제외하고 계산해보면 실험값은 1.064의 

Th-232/U-238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값을 경우 표준편차가 10% 이상

으로 큰 편이지만 평균값이 공인값과 매우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으며, LA-ICP-MS로 샘플의 

동위원소비 측정을 매유 유용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축된 차폐 LA 시스템을 이용할 

시에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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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 Software interface of  Nd:YAG Inlite II. 

Fig. 3-1-22. Aligned laser path from 

Nd:YAG Inlite II to shielded LA glove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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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3. Laser ablation system in shielded LA glovebox. 

Fig. 3-1-24. Software interface of laser ablation system and CCD image of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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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5. Laser ablation mass spectra of Th-232 and U-238 from line scans 

of SRM-612 with a 20μm s-1 scan rate. Certificated and experimental values of 

Th-232/U-238 are 1.045 and 1.064, respectively. 



- 73 -

다. LA-ICP-MS 분석을 위한 고방사성시료용 샘플챔버 개발

(1) 개요

상용화된 레이저 용발 장치는 샘플을 밀폐된 조건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용발시켜 질량분석

기로 전달하는 샘플 챔버(sample chamber) 부분과 특정 파장의 레이저빔을 발생시키는 레이

저 장치, 발생된 레이저를 샘플에 도달하게 하는 복잡한 구조의 광학, 기계, 및 전자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복잡한 회로의 기계, 전자 부품은 원자력 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고방사성 시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고방사성 시료에 대한 레이저 

용발 질량분석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샘플 챔버를 방사선 차폐가 가능한 핫셀(Hot cell) 

내에 위치시키고 전기 회로 부분은 핫셀 외부로 분리시켜 시스템의 가동 안정성을 유지시킨

다.  

한편, 핫셀 내 샘플 및 장비의 취급은 집게 형태의 매뉴퓰레이터(manipulator)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이유로 핫셀 내에서 수행 가능한 작업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단순화된 형태

의 장비가 요구된다. 기존에 보고된 고방사성 시료 분석용 레이저 용발 시스템의 샘플 챔버는 

원형 혹은 복잡한 구성품으로 제작되어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매뉴퓰레이터로 조

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핫셀 내 매뉴퓰레이터로 조작하기 편리한 샘플 챔버 디자인

은 고방사성 시료에 대한 레이저 용발 질량분석 시험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다.

(2) 구성 및 동작

본 발명 “고방사성 시료의 레이저 용발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을 위한 샘플챔버 디자

인”에서 샘플 챔버는 덮개 및 샘플 홀더(sample holder)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샘플 챔버 

재질은 가벼운 재질의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다. 챔버 덮개는 상부에 레이저 빔이 투과하여 

샘플 표면에 도달할 수 있도록 quartz 렌즈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며, 기존 원통형 회

전식 덮개 혹은 공압식 덮개와 달리 덮개를 샘플 홀더와 결합시켜 샘플 챔버를 밀폐시키기 위

해 복잡한 조작이나 공압 장치와 같은 추가 구성품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덮개의 외부 구

조는 매뉴퓰레이터로 조작이 용이하도록 육각 형태로 제작 되었으며 손잡이가 디자인 되어 있

다. 샘플 홀더 부분은 샘플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스프링-샘플 플레이트 구조로 제작

되었다. (그림 3-1-26 참조).

(3) 향후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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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방사성 시료에 대한 레이저 용발 질량분석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샘플 챔

버를 새로이 제작하였다. 제작된 샘플 챔버는 기존 챔버 디자인 갖고 있던 어려운 밀폐 과정 

및 복잡한 부대 장치 설치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개발된 샘플 챔버를 이용하면 레이저 

용발과정에서 생기는 조사핵연료를 포함하는 고방사성의 시료의 비산을 효과적으로 제어함으

로써 실험자의 피폭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고방사성 시료에 대한 질량분석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3-1-26. Sample Chamber of shielded LA-ICP-MS for high-level 

radioactive materials including irradiated nuclear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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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핵연료 고온 분석 장비 구축과 금속핵연료 고온거동 측정법 및 
해석기법 개발

1. 핵연료 고온 화학거동 분석 장비 구축 및 최적화

가. 핵연료 고온 화학거동 분석 장비 구축을 위한 최적 장비 선정

(1) 기보유 XRD와의 호환성

핵연료 고온 화학거동 연구를 위하여 기보유하고 있는 실온에서 측정 가능한 XRD 

(BRUKER-AXS D8 ADVANCE)에 장착 가능해야한다. 또한 기보유 XRD 운용 소프트웨어에

서 온도 확인 및 컨트롤 가능하여야 하며, 통상 XRD 2θ 측정 범위인 20  120°에서 측정 

가능하여야 한다.

(2) 실시간 가열 조건 및 온도 범위

고온에서 측정 시료의 산화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공 조건 하에서 가열 가능해야한

다. 다양한 핵연료 고온 화학거동 연구를 위해서, 2000 ℃ 이상에서도 안정적으로 가열되면서 

실시간으로 XRD 측정이 가능해야한다.

(3) 최적의 조건 장비 선정

기보유 XRD에 장착 가능하며, XRD 운용 소프트웨어에서 온도 컨트롤 가능한 Anton 

Paar HTK 2000N과 HTK 16N (그림 3-2-1) 중 최대 가열 온도가 2300 ℃로 더 높은 

HTK 2000N을 최적의 핵연료 고온 화학거동 분석 장비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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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Specification of HTK 16N and HTK 2000N high temperature 

analy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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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연료 고온 화학거동 분석 장비 구축 및 최적화

(1) 고온 분석 장비 구성

고온 분석 장비 구축을 위하여 납품된 HTK 2000N의 박스와 각 부품 박스 모습을 그림 

3-2-2에 나타내었다. 고온 화학거동 분석 장비는 고온 샘플 스테이지, 진공펌프, 온도 컨트롤

러 등으로 구성 되며, 각각의 실물 사진은 그림 3-2-3와 같다.

(2) 고온 분석 장비 구축

고온 분석 장비 구축을 위하여 기존 XRD용 샘플 스테이지를 제거하고 고온 분석 장비인 

HTK 2000N의 고온 샘플 스테이지를 장착하였으며, 고온 샘플 스테이지 커버를 제거하면 측

정할 시료를 올려놓을 수 있는 텡스텐 스트립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2-4). 고온 분석 장비 구축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HTK 2000N 온도 컨트롤러를 장착하였다 

(그림 3-2-5). 기보유 XRD에 장착 완료한 고온 분석 장비 모습을 장착전 XRD와 비교하면 

그림 3-2-6과 같다.

(3) 고온 분석 장비 최적화

고온 분석 장비의 성능 평가 및 최적화를 위하여, 온도에 따라 피크의 이동이 잘 관찰되는 

MgO를 이용하여 실시간 XRD 평가를 진행하였다. 고온 분석 장비에 MgO 시료를 넣고 실온

에서 100, 400, 800, 1000 ℃까지 가열 후 600, 200, 실온으로 온도를 다시 내려주면서 실

시간으로 XRD 피크를 관찰하였다 (그림 3-2-7).

측정한 XRD 피크를 이용하여 x축은 2θ, y축은 온도, z축은 피크 세기로 정리하여 시각적

으로 분석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그림 3-2-8).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고온 분석 장비의 성

능을 확인하였으며, 장비의 최적화도 잘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온 분석 장비를 이

용하여 고온에서 핵연료의 구조 변화에 대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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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a) Shipped box and (b) part box pictures. 

Fig. 3-2-3. (a) High temperature sample stage, (b) turbo and 

rotary pumps, and (c) temperature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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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a) Original XRD system and (b-c) XRD system equipped with high 

temperature sample stage (b) with cover and (c) without cover. 

Fig. 3-2-5. (a) Original XRD system and (b) XRD system installed with high 

temperature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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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a) Original XRD system and (b) XRD system equipped with high 

temperature analy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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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in-situ XRD spectra obtained from MgO sample at each temperature. 

Fig. 3-2-8. Visualization of peak intensities acquired from in-situ annealing of 

MgO sample. 



- 82 -

2. 금속핵연료 고온 거동 측정 및 해석 기술 개발

가. 기보유 XRD에 고온 분석 장비 구축 절차 확보

(1) 기보유 XRD에 고온 분석 장비 설치 절차

고온 분석 장비 (Anton Paar HTK 2000N)를 기보유 XRD에 설치하기 위하여 우선 XRD

의 전원을 차단하였다. 고온 분석 장비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XRD의 sample tray를 

제거하였고, XRD에 장착되어 있는 sample holder 또한 제거하였다 (그림 3-2-9). 

Sample holder가 제거된 XRD에 고온 분석 장비를 설치하고 칠러 라인, 진공 라인 및 각

종 케이블선을 연결하였다 (그림 3-2-10). 칠러 라인 (a)는 고온 분석 장비를 냉각시킬 칠러 

라인 연결을, z축 컨트롤 케이블 은 Sample stage의 z축을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 케이블 

연결을, Heating 케이블 (c)는 Sample plate 가열을 위한 heating 케이블 연결을, 

Thermocouple 및 safety 케이블 (d)는 온도 측정을 위한 thermocouple 케이블 연결 (파란

색 라인)과 안전을 위한 safety 케이블 연결 (빨강색 라인)을, 진공 라인 (e)는 Rotary pump

와 turbo pump로 sample chamber의 진공을 잡기 위한 진공 라인 연결을 나타낸다.

(2) 고온 분석 장비 셋팅 절차

먼저 고온 분석 장비 설치 완료 후, XRD 장비의 전원을 켠다. XRD 컴퓨터와 측정 전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전용 프로그램에서 고온 분석 장비가 설치된 것을 인식시켜 준다. 칠러

를 켜고, 고온 분석 장비에 적절한 냉각수가 순환될 수 있도록 2개의 밸브를 열고 압력 게이

지를 통해 적절한 압력으로 세팅하였다 (그림 3-2-11). 온도 컨트롤러의 쿨링 판넬에서 초록

색 LED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상적인 냉각수 순환이 이뤄지는지를 확인한다. (그림 

3-2-12). Sample chamber의 진공이 정상적으로 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rotary 

pump와 turbo pump를 작동시킨다 (그림 3-2-13). ‘System OFF’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rotary pumping 시작되는데, Turbo pump controller에서 현재 sample chamber 압력을 

확인 후, 1 × 10-1 torr가 되면 turbo pump를 켠다. 압력이 약 2.0 × 10-6 torr가 되는 

것을 확인하여, leak가 없이 정상적으로 고진공이 잡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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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a) Original XRD system and (b) XRD system after eliminating 

sample stage. 

Fig. 3-2-10. Installation of HTK 2000N with chiller line, vacuum line and 

several conn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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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 Opening of two chiller 

valves with proper pressure. 

Fig. 3-2-12. Temperature controller with green light on cooling 

panel, indicating normal operating of ch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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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 Rotary and turbo pump 

controller with pressure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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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온 분석 장비 z축 alignment 절차

XRD의 X-ray를 40 kV 및 40 mA로 작동시킨다. z축 align을 하기 위해서 X-ray 빔과 

검출기를 수평하게 설정한 후 (즉, 2θ를 0°로 설정) X-ray 빔을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검

출기를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검출기 부분에 기존 blank가 삽입되어 있는 슬롯을 Cu 0.1 

(Absorber Cu 99.9 %, A17-B127)으로 교체하여 삽입하였다 (그림 3-2-14). XRD 구동 전

용 프로그램인 EVA를 실행하여, ‘Commander’ 탭에서 Detector에 

‘LYNXEYE_XE(1Dmode)’로 되어있는 것을 ‘LYNXEYE_XE(0Dmode)’로 변경한 후, 

‘Linear Opening’을 0.2로 입력한다 (Linear Opening을 기존 값에서 0.2로 대폭 줄임으로

서 검출기의 여러 개의 채널 중 몇 개의 채널만 여는 것임). 그림 3-2-15에서 보는 것처럼 

‘Scan type’을 ‘Z_HTK2000’으로 선택, ‘Scan mode’를 ‘Continuous’로 선택하고, z축 스

캔을 위한 Start (z축 스캔 시작 높이), Increment (z축 스캔 간격), Stop (z축 스캔 최종 높

이) 값을 입력후 작동 시작 버튼 클릭한다 (통상적으로 z축 스캔을 위한 Start는 약 2.0, 

Increment는 약 0.01, Stop은 0.0 정도를 입력). 시료의 분석을 위한 최적의 z축 높이를 찾

기 위하여, 처음에 나온 intensity와 마지막 intensity의 절반값에서의 z축 높이를 찾는다 (그

림 3-2-16). 최적의 z축 높이를 찾은 후, Detector를 ‘LYNXEYE_XE(1Dmode)’로 다시 셋

팅하고, Cu 0.1을 기존의 blank 슬롯으로 원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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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 Change of blank to 

absorber Cu 99.9 % for the protection 

of XRD detector during z axis 

alignment.

Fig. 3-2-15. Several setting values for starting z axis 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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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 Method to find the optimum z axis height using z axis 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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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온 분석 장비 측정 프로그래밍 방법

고온 분석 장비를 연속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측정 온도, 온도 가열 (또는 냉각) 

속도, 측정 시 설정값들을 프로그래밍 해줘야 연속적인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 전용 프로그

램인 EVA의 Wizard 탭에가서 ‘New’ 버튼을 누르고 ‘XRD’ 선택후 ‘ok’ 버튼 눌러 시작한

다. Tube power가 40 kV 및 40 mA인지를 확인하여 X-ray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한다.

그림 3-2-17에서 보는 것과 같이 Method #1-DAVINCI 클릭후 Twin_Primary의 

‘Motorized Slit’을 클릭 후 ‘Set Slit Size’을 0.681 입력하고, Twin_Secondary의 

‘Motorized Slit’을 클릭 후 ‘Set Slit Size’을 5.0 입력한다 (현재 장비에 셋팅되어 있는 slit

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주는 것임). 또한, PAAR_Z_HTK2000 클릭 후 Mode에서 ‘Set 

Temperature with rate’ 선택한 후 측정할 온도 및 온도 가열 속도를 설정 한다.

그림 3-2-18에서 보는 것과 같이 XRD setup 클릭후 Delay time (시료에 온도가 전달되

는 시간을 고려하여 설정 온도에 도달하고 설정된 지연 시간이 지난 후 XRD 스펙트럼을 측

정), ‘Abs.Start’ (설정 온도에서의 시작 2θ 값) 및 ‘Abs.Stop’ (설정 온도에서의 스톱 2θ 값) 

값을 설정한다. 

또한, 고온 분석 장비 z축 alignment를 통해 찾은 z축 높이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Optional’ box를 클릭 후 ‘position’에 z축 높이 값을 입력한다. 현재까지 하나의 온도에 

대한 설정값을 입력한 것으로, 여러 온도에서 측정하기 위하여 위의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준

다. 효율적으로 여러 온도에서의 측정값을 입력해주기 위해, Method #1에서 마우스 오른쪽버

튼을 누른 후 ‘Copy method’ 클릭하면 Method #2가 생성된다 (현재까지 입력한 하나의 온

도에 대한 설정값이 Method #1에 저장되었고, 다른 온도에서에 대한 설정값 변경을 효율적

으로 하기 위해 Method #1을 복사하여 사용).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Method를 짠 후, 

‘Save as’를 해서 save를 한다 (*.bsml로 저장됨).

Start Job 탭으로 이동하여 Experiment Name에 방금 저장한 *.bsml을 로딩한 후 

‘Validate experiments before start’의 box를 체크하여 작성한 *.bsml이 valid한지 확인한

다. ‘Start Jobs’를 클릭하면 위에서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용하여 고온 분석 장비가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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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 Programming of delay time, start 2θ and stop 2θ values at 

each measured temperature for operating of high temperature XRD.

Fig. 3-2-18. Programming of delay time, start 2θ and stop 2θ 

values at each measured temperature for operating of high 

temperature 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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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도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기술 확보

(가) MgO 온도 변화에 따른 실시간 고온 XRD 모니터링 기술 확보

온도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도에 따라 피크의 이동이 명확하게 

관찰되는 MgO를 이용하여 고온 실시간 XRD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고온 분석 장비에 

MgO 시료를 로딩하여 30, 200, 400, 800, 1000 ℃까지 가열한 후 800, 600, 400, 200, 

30 ℃로 온도를 다시 내려주면서 각 온도에서의 실시간 고온 XRD 스펙트럼을 관찰하였다 

(그림 3-2-19).

각각의 온도에서 측정한 MgO 시료의 고온 실시간 XRD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온도 변화

에 따른 MgO 시료의 XRD 데이터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x축은 2θ, y축은 측정 온

도, z축은 피크의 세로인 2D view 이미지화하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그림 3-2-20).

(나) Zr금속을 이용한 금속핵연료의 고온 실시간 XRD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확보

MgO 이외에 다른 시료를 이용하여 확보한 고온 XRD 모니터링 기술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금속핵연료의 고온 거동 측정 및 해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inactive한 금속 중에

서 피복관의 주 구성 물질로서 원자력 재료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Zr 금속을 이용하여 다양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① 고온 실시간 XRD 스펙트럼 온도 측정 간격에 따른 2D view 이미지 변화

Zr 금속 시료를 이용하여 30  300 ℃ 구간은 30 ℃의 간격, 300  800 ℃ 구간은 50 ℃

의 간격, 800  1500 ℃ 구간은 70 ℃의 간격으로 측정함으로서 고온 실시간 XRD 스펙트럼 

온도 측정 간격에 따른 2D view 이미지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림 3-2-21). 이때, Zr 금속의 

XRD 데이터상 메인 피크가 나타나는 55.5 - 59 °를 고온 실시간 XRD 측정 2θ 범위로 설

정하고, 가열 속도는 50 ℃/min, delay time은 60 s로 설정하였다. 고온 진행 챔버에서 가

열이 잘 되고 있음을 그림 3-2-2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30 ℃의 간격과 50 ℃의 간격에 대한 2D view 이미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70 

℃의 간격에 대한 결과는 각 온도 영역에서의 피크 intensity의 연속성이 30 ℃와 50 ℃의 

간격에서에 비해서 보다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금속핵연료 측정을 위한 온도 측정 간

격은 50 ℃/step 이하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50 ℃/min의 가열 속도에서

도 고온 실시간 XRD 결과가 잘 얻어지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보수적인 측면에서 시료에 열

전달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하여 금속핵연료 측정 시에는 가열 속도를 30 ℃/min로 설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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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완전한 조건에서 가열과 냉각시의 고온 실시간 XRD 스펙트럼 측정

Zr 금속의 고온 실시간 XRD 데이터를 완벽하게 얻기 위해 온도 측정 간격을 50 ℃/step

로 설정한 상태에서, 30 - 1630 ℃까지 가열하면서 고온 실시간 XRD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또한 1630 - 30 ℃로 냉각하면서 XRD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또한, 고온 실시간 XRD 측정 

2θ 범위는 20 - 80°로 설정하고 및 가열 속도는 30 ℃/min, delay time은 60 s로 설정하

였다. 이때, 고온 챔버의 기본 압력 (base pressure)은 1.1 × 10-4 torr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2-2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열 동안 진행된 고온 실시간 XRD 데이터의 2D 

view 이미지에서 약 1200 ℃ 부근에서 Zr 금속의 상변화 (phase transformation)가 일어나

는 것을 확인하였다. Zr 금속의 상변화 결과를 통해서, 금속핵연료의 고온 실시간 상변화도 

관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630 ℃까지 가열된 Zr 금속 시료가 냉각되는 동안 얻은 실

시간 XRD 데이터의 2D view 이미지에서는 Zr의 추가적인 상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3-2-24). 가열 및 냉각 동안에 얻어진 모든 XRD 스펙트럼에서 Zr 금속과 관련없는 회절 패

턴이 약 57° 및 72°의 2θ 위치에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③ Zr 금속의 고온 실시간 XRD 측정시 약 57° 및 72°의 2θ 위치에서 존재하는 피크들이 

나타나는 원인 확인

Zr 금속 시료의 고온 실시간 XRD 측정시 존재하는 2θ가 약 57° 및 72°에서 나타나는 피

크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Zr 금속 시료의 고온 실시간 XRD 

스펙트럼에서 존재하는 Zr과 관련 없는 약 57° 및 72°에서 존재하는 피크들은, 시료를 가열

하기 위한 heating strip의 재료로 사용되는 텅스텐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크임을 확인하였다.

W 금속 heating strip에 의한 피크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용된 Zr 금속의 시료의 크기 

(6.35 mm)가 W 금속 heating strip의 폭 (7.00 mm) 보다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W 금속 heating strip에 의해 나타나는 피크들이 차후 금속핵연료의 고온 실시간 

XRD 연구 진행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W 금속 heating strip에 의한 피크들이 가열

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가 없이 heating strip만 가열하여 

XRD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이때, 금속핵연료의 고온 실시간 XRD 연구

할 때 진행할 가열 온도 범위를 고려하여, 온도 측정 간격은 25 ℃/step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25 - 850 ℃까지 가열하고 또한 850 - 25 ℃로 냉각하면서 XRD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또한, XRD 측정 2θ 범위는 20 - 80°로 설정하고 및 가열 속도는 25 ℃/min, delay time

은 60 s로 설정하였으며, 이때, 고온 챔버의 기본 압력은 5.3 × 10-5 torr인 것을 확인하였

다.

그림 3-2-25 및 3-2-26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열 및 냉각 동안에 얻어진 모든 W 금속 

heating strip의 XRD 스펙트럼에서 어떠한 상변화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추후 금속핵연

료의 고온 실시간 XRD 연구를 진행시에도 W heating strip에 의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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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Zr 금속 시료 및 W 금속 heating strip의 고온 실시간 XRD 결과들을 통해서, 고온 회절 

패턴 해석 기술에 대한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온도 변화에 따른 상변화 모니터링 기술을 확보

하였다. 따라서, 차년도에 진행될 금속핵연료의 고온 실시간 XRD 연구는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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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9. in-situ high temperature XRD results obtained from MgO sample at 

each temperature during heating and cooling.

Fig. 3-2-20. Two dimensional view of in-situ high temperature XRD spectra obtained 

from MgO sample at eac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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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 Two dimensional view of in-situ high temperature XRD spectra 

depending on interval range (temperature per step) obtained from Zr metal sample.

Fig. 3-2-22. Monitoring the 

heating process performed in 

heating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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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 Two dimensional view of in-situ high temperature XRD spectra 

obtained from Zr metal sample during heating.

Fig. 3-2-24. Two dimensional view of in-situ high temperature XRD spectra 

obtained from Zr metal sample during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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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 Two dimensional view of in-situ high temperature XRD spectra 

obtained from only W heating strip during heating.

Fig. 3-2-26. Two dimensional view of in-situ high temperature XRD spectra 

obtained from only W heating strip during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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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고용성분 핵종 산화수 및 혼입농도에 따른 핵연료 계면 특성/거
동 연구

1. 고용성분 산화수에 따른 핵연료 계면 특성 평가

가. 고용성분 산화수에 따른 핵연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

(1) 3가 및 4가 고용성분 혼입 UO2 제조

3가 고용성분인 Nd3+를 함유한 Nd2O3 파우더와 UO2 파우더를 U0.9Nd0.1O2의 화학적 몰

(mol) 당량에 맞게 각각 계산하여 칭량하고 혼합한다. 막자사발에 파우더혼합물을 넣고 고르

고 균일하게 섞이도록 잘게 부수며 골고루 갈아 준다. 원통형 틀에 고루 갈린 가루를 틀에 넣

고 프레스로 눌러서 펠릿 형태로 만든 후, tube furnace에 넣고 수소 분위기하에서 1700℃

온도로 18시간 동안 소결 한다. 추가로 1200℃온도에서 12시간 동안 annealing 한 후 서서

히 식힌다. Furnace가 식으면 펠릿을 꺼내고 연구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UO2, U0.9Th0.1O2, 

U0.9Zr0.1O2 펠릿도 같은 방법으로 UO2, ThO2, ZrO2 파우더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Gd3+ 혼입 펠릿을 이용한 이전의 연구수행 결과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 제조한 펠릿들

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비교하였다. UO2 펠릿과 고용성분 혼입 펠릿의 형상을 비교해보면 그

림 3-3-1에서와 같이, 3가 Nd의 혼입 양이 증가할수록 펠릿의 굴곡(coverture)이 생기는 것

을 확인하였다. Gd3+가를 혼입한 펠릿의 경우도 특징적인 굴곡이 있었다. 하지만, 4가의 Zr4+ 

또는 Th4+를 혼입한 펠릿은 굴곡이 관찰되지 않았다.

Fig. 3-3-1. Photographs of side view on UO2 and (U,Nd)O2 pellets as 

increasing Nd(III)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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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연료 표면 및 구조 특성 평가

① XRD를 이용한 혼입 고용성분의 산화수에 따른 핵연료의 격자 구조 분석

엑스선 회절을 이용하여 각 펠릿의 표면의 격자구조에 대한 스펙트럼을 측정(그림 3-3-2)하

고 이로부터 격자구조상수(a, nm)를 분석 하여(그림 3-3-3) UO2 및 고용성분 혼입 UO2 펠

릿의 화학양론적 변화 분석 자료를 생산하였다. 그림 3-3-2의 스펙트럼의 결과로부터 10 

mol%의 3가 또는 4가 고용성분을 혼입한 펠릿은 UO2 고유의 cubic lattice structure를 유

지하며 doping 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온의 제조과정에서 혼입 고용성분과 UO2 matrix

가 균일한 solid solution을 형성했음을 확인하였다. Pawley refinement를 이용해 각각의 

엑스선 회절 스펙트럼으로부터 격자구조상수(a)를 분석하였고, 고용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UO2

에 비해 고용성분의 함량이 10 mol%인 펠렛의 격자상수(a)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상관관계

를 일차함수로 표현하였다(그림 3-3-3). 고용성분의 함량과 격자상수 간 관계함수의 변화율, 

즉 일차함수의 기울기(contraction factor)를 통하여 (U,M)O2 (M=Nd3+, Gd3+, Zr4+, Th4+) 

펠릿의 화학양론적 변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3가 산화수를 갖는 Nd3+ 또는 Gd3++을 혼합한 펠릿의 경우, 계산으로 구할 수 있는 이상

적인 기울기 값과 실제 측정된 기울기를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조한 3가 고용성분 혼

입 펠릿의 O/M 비율(산소와 금속의 비)이 2보다 작음을 확인하였다(0 x 0.1). UO2의 

O/M 비율은 2이고, 3가 고용성분 혼입 (U,M3+)O2-x의 O/M 비율은 2-x이다

(hypo-stoichiometric U0.9Nd0.1O2-x 또는 hypo-stoichiometric U0.9Gd0.1O2-x). 3가 고용

성분 Nd3+ 또는 Gd3+을 혼입한 펠릿의 경우 구조격자상수(a)가 감소하였고 반면에, 4가 고용

성분인 Th4+을 혼입한 펠릿은 구조상수가 증가함. 하지만 Zr4+를 혼입한 펠릿은 구조상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그림 3-3-3). 3가 고용성분을 혼입한 경우, M3+와 U4+와의 치환/도핑으로 

전하균형(charge balance)이 깨지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격자내의 산소 이온이 일부 제거되

어 oxygen vacancy가 생성되면서 총체적으로 단위격자 내에 U5+가 부분적으로 생성된다. 

U5+의 이온 반경이 U4+보다 작으므로(표 3-3-1.) 

3가 고용성분이 혼입되면 구조격자상수가 감소한다. (U4+(1.00 Å) > U5+(0.88 Å)) Nd3+

와 Gd3+의 이온 반경이 각각 1.12 Å, 0.93 Å으로 Nd3+가 U4+보다 크기 때문에 구조격자 

상수의 감소폭이 작다. (이온 반경의 크기 순서:  Gd3+<U4+<Nd3+) 

4가 고용성분 Th4+를 혼입한 경우 U4+와의 치환/도핑으로 전하균형이 유지되고, 이온 반

경이 1.08 Å으로 U4+보다 크기 때문에 구조격자상수는 증가한다. 반면에, Zr4+는 원자번호가 

작은 금속이온으로 이온 반경이 0.80 Å으로 U4+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10 mol% 혼입한 

경우 가장 작은 구조격자상수를 보인다.

고용성분의 이온 반경과 산화수에 따른 U5+의 생성유무에 따라서 구조격자상수의 증감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고용성분 혼입양과 구조격자상수 사이의 선형 관계(그림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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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역이용하여 핵연료 내 고용성분의 정성 및 정량 분석을 할 수 있는 비파괴적 분석방법으로

써 정립시킬 수 있는 기본 DB 자료를 확보하였다.

Fig. 3-3-2. XRD spectra of un-doped UO2 and doped with 10 mol% 

trivalent dopants on UO2-x, and/or tetravalent-dopants on U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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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Lattice parameters of un-doped UO2 and doped with 10 mol% 

trivalent-, and/or tetravalent-dopants on UO2 matrices.  

Doping level Nd(III) Gd(III) Zr(IV) Th(IV)

0 mol%
0.54752

±6.02863E-5

0.54734

±1.09172E-4

0.54759

±1.55241E-4

0.54741

±1.09806E-4

10 mol%
0.54704

±1.7665E-5

0.54630

±6.949E-5

0.54522

±8.00108E-5

0.54818

±8.93548E-5
Contraction factor 

(slope)
-0.00484 -0.01041 -0.02373 0.00762

Ion radius ( ) 1.12 0.93 0.80 1.08

Table 3-3-1. Lattice parameters and contraction factors of un-doped UO2 and doped 

with 10 mol% trivalent-, and/or tetravalent-dopants on UO2 matrices. Also, ionic radius 

of dopants and U(IV, V)* are presented.  

* Ionic radii of U(IV) and U(V) are 1.00 and 0.88 ,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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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한 펠릿 표면 구조 분석(그림 3-3-4)

제조한 펠릿을 furnace에서 꺼내어 진공 케이스에 넣고 이동하여 SEM 분석 장비

(JSM-6610LV, JEOL, Japan)의 진공 chamber에 넣어 공기와의 접촉 시간을 최소화하였다. 

시료는 어떠한 코팅처리도 하지 않은 펠릿 표면을 이용해서 25-30 keV의 가속전압과 약 10 

mm의 WD (Working distance)를 유지하며 표면의 도메인 구조를 관찰하였다.

고용성분을 혼입하지 않은 UO2-x 및 UO2 표면에서는 약 10 ㎛ 직경의 다각형 도메인이 

주름진 텍스쳐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3-3-4의 왼쪽 패널은 3가 고용성분인 

Nd3+ 또는 Gd3+를 10 mol%으로 혼입한 펠렛의 표면 구조인데, 도메인의 크기가 수 십 부터 

수 백 nm 수준으로 급격히 작아지면서 이로 인한 grain boundary의 분포가 급격히 증가함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오른쪽 패널의 4가 고용성분 Th4+ 또는 Zr4+를 혼입한 펠릿의 경우는 

도메인의 크기와 다각형 형태를 유지하고 변화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였다. 다만, Zr4+을 도핑

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도메인의 크기가 수 ㎛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도메인 구조의 크기 변화는 그림 3의 구조격자상수 변화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

히, 고용성분의 산화수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oxygen vacancy의 유무

가 도메인의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혼입 고용성분의 산화수에 따른 

도메인 구조의 크기 및 grain boundary의 분포는 핵연료 펠릿의 전기전도도 및 열전도도와 

같은 물리적 성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③ UO2 및 고용성분 혼입 (UM)O2펠릿의 전기전도도 측정 자료 생산

4-probe 표면 저항 측정기(HM21-Jandel, UK)를 이용해(그림 3-3-5) 펠릿의 표면 저항을 

랜덤하게 세 포인트씩 측정하고,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해 측정 포인트에서의 펠릿 두께를 각

각 측정하였다. 펠릿의 표면 저항 값과 측정 포인트의 두께를 이용하여 비저항(specific 

resistivity, ρ, Ω·cm)를 계산하였고, 이것의 역수를 구해서 전기전도도(σ, S/cm) 자료를 생

산하였다(그림 3-3-6). 

3가 고용성분 Nd3+와 Gd3+를 혼입한 펠릿의 전기전도도는 UO2 펠릿에 비해 각각 약 4배, 

2배로 증가하는 반면에, 4가 고용성분 Zr4+와 Th4+를 혼입한 펠릿은 UO2에 비해 전기전도도

에 변화가 없었다. 그림 3-3-4의 SEM 결과에서, 4가 고용성분 혼입 펠릿의 도메인 구조는 

변화가 거의 없고 UO2와 유사하게 유지되어 전기전도도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

이라 예상된다. 3가 고용성분 혼입 펠릿은 도메인의 크기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에 따른 도메

인사이의 node도 급증하여 전기전도도가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전기전도도는 오히려 증

가하였다. 도메인 구조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이 전기전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3가 고용성분 혼입으로 생성되는 oxygen vacancy에 의해 전자홀(정공)이 생겨서 

펠릿의 전기전도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고용성분의 산화수에 따라 핵연

료의 전기전도도 특성에 뚜렷한 차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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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Comparing the domain structures on the surfaces of un-doped 

UO2-x and UO2 matrices, and doped with trivalent-, and/or tetravalent-

dopants on matrices, respectively. Magnification of all images is ×3000, 

and scale bars in images indicate 5 ㎛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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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Electrical conductivity of un-doped UO2 and doped with 10 mol% 

trivalent-, and/or tetravalent-dopants on UO2 matrices. 

Fig. 3-3-6. 4-point probe analytical system for measuring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un-doped-, and doped pellets with 10 mol% trivalent-, and/or 

tetravalent-do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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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화수에 따른 핵연료의 라만 분광 스펙트럼 분석

① 실험조건

그림 3-3-7과 같이 기 구축한 라만 분광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8 mW의 633 nm 헬륨-

네온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였다. SR500i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라만스펙트럼을 얻었

으며, 샘플에 따라 100초 혹은 200초 동안 원하는 라만 쉬프트 영역을 정하여 스펙트럼을 구

하였다.

② 스펙트럼 분석

UO2, U0.9Nd0.1O2, U0.9Th0.1O2, U0.9Zr0.1O2 펠릿에서 얻은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그럼 

3-3-8와 같으면 이전 과제에서 얻은 U0.9Gd0.1O2의 라만 스펙트럼과도 비교하였다. 순수한 

UO2의 표면 구조를 나타내는 라만 스펙트럼을 보면 형석형 구조를 나타내는 445 cm-1 영역

의 T2g U-O stretching 피크와 1150 cm-1 영역의 2 L-O phonon 피크를 확인 할 수 있으

며, 이는 U0.9Th0.1O2, U0.9Zr0.1O2 펠릿에서도 관찰됐다.

U0.9Th0.1O2 펠릿의 경우 UO2와 차이점이 전혀 없는데, 이는 UO2의 격자구조 내에서 U4+

가 단순히 Th4+로 치환되었기에 구조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U0.9Zr0.1O2 펠릿의 경우도 UO2와 유사하나 ~600 cm-1 영역의 피크가 관찰되는데 이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Ce0.8Zr0.2rO2에서도 관찰된다(그림 3-3-9). Zr4+의 경우

에는 U4+보다 크기가 작으며, UO2 구조와는 다른 ZrO8 타입의 complex를 형성하기에 관련 

구조 피크가 ~600 cm-1 영역에서 관측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U0.9Nd0.1O2은 이전에 분석했던 U0.9Gd0.1O2와 매우 유사한 라만스펙드럼을 보여주는데, 

445 cm-1 영역의 T2g U-O stretching 피크와 1150 cm-1 영역의 2 L-O phonon 피크들의 

세기가 UO2보다 매우 작아지고 500-650 cm-1 영역의 밴드의 세기는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 500-650 cm-1 영역의 밴드를 디콘볼루션(deconvolution) 방법을 통해 그림 3-3-10처럼 

~540, ~575, ~640 cm-1 영역의 세 개의 피크로 분리 할 수 있으며, ~540 cm-1의 피크는 

Nd3+에 의해 생성된 oxygen vacancy에 의한 격자 뒤틀림을, ~575 cm-1의 피크는 L-O 

phonon을, ~640 cm-1의 피크는 산소의 의한 sublattice 뒤틀림을 나타낸다.

Nd3+, Gd3+ 같은 3가 고용성분의 경우에는 UO2 격자구조 내 U4+와 치환되면서 깨지는 전

하균형 (charge balance)를 맞추기 위하여 산소결핍이 필연적이기에, oxygen vacancy에 의

한 격자 뒤틀림이 발생하고, 이 구조 변화가 라만스펙트럼 상 500-650 cm-1 영역의 밴드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4가 고용성분의 UO2 격자구조 변화에 대한 영향은 미비한 것에 비해서, 전하

균형을 발생하는 3가 고용성분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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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Raman spectroscopy system. (left) SR500i spectrometer, (middle) 

microscopic Raman chmber, (right) opitcs and 633 nm He-Ne laser. 

Fig. 3-3-8. Raman spectra of UO2, U0.9Th0.1O2, U0.9Zr0.1O2, U0.9Nd0.1O2 and 

U0.9Gd0.1O2 from bottom to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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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Raman spectra of metal doped CeO2 and descriptions of oxygen 

vacancies and MO8-type complex [J. Phys. Chem. A 2011, 115, 7972 79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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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0. Deconvoluted Raman spectra of U0.9Nd0.1O2 (bottom) and U0.9Gd0.1O2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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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입 고용성분이 핵연료의 화학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 평가 자료 생산

① 전기화학적 분석(CV, LSV, Tafel plot)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일반적인 3-electrode system에서는 전극반응 측정 시 전압강하(IR drop)을 발생시키는 

저항 성분들이 존재하기에, mass transfer에 의한 저항 성분을 제거하여 순수 전극 반응에 

의한 electron exchange를 관찰하기 위해서  회전 원반 전극 시스템(Rotating disk 

electrode system)을 구축하였다(그림 3-3-11). 전기화학 반응 전 후 라만분광학, X선 회절 

분석, X선 광전자 분광장비를 이용하여 펠릿의 표면을 분석 할 수 있도록 그림 3-3-12와 같

이 착탈 형태의 전극을 디자인 하여 제작하였다.    

백금 호일을  counter electrode, SCE를 reference electrode, UO2 및 고용성분 혼입 

펠릿을 working electrode로 제작해서 이용하였으며, 0.1 M NaClO4 solution 또는 0.1 M 

NaCl의 바탕용액에 0.01 M의 탄산염을 함유한  전해 수용액([CO3
2-/HCO3

-]=0.01 M, 

pH=9)에서 전기화학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3-3-11. RDE (Rotating disk electrode) analy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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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 Detachable working electrode and its design patent for RDE 

(Rotating disk electrode) analy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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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화학적 산화 침출 거동 평가

㉮ 순환전압전류곡선(CV, Cyclic voltammetry)을 이용한 전기화학적 거동 평가

그림 3-3-13(a)는 고용성분을 혼입하지 않은 순수 UO2를 0.1 M NaClO4 바탕 전해용액 

내에서 전기화학적 거동을 관찰한 순환전압전류곡선이고, 산화 전류곡선에서 나타나는 피크들

을 기준으로 하여 I부터 IV까지의 네 가지 전압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15]

I의 전압 영역에서는 뚜렷한 피크가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산화 전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것은 펠릿 계면에서 산소 종(OH-, H3O
+ 등)이  표면 가까이에 자리하면서 

펠릿 표면에 전하가 축적되는 과정이다. II에서는 약 0.3 V에서부터 눈에 띄게 산화전류가 

증가하면서 펠릿이 산화되기 시작한다. 약 0.2 V부터 새로운 기울기의 산화 전류 피크가 관찰

되기 시작하는데(III 영역) 산화된 펠릿이 더욱 산화되어 침출되는 과정이다. 약 0.5 V부터는 

펠릿과 무관한 물 분해 반응에 의한 산화 전류가 관찰된다(IV영역).

  위의 과정을 전압 영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  UO2 → partially UO2+x : sub-monolayer 형성, UO2.00 →UO2.33

         Ⅱ.  UO2 → UO2+x : surface oxidation, UO2.00 →UO2.33

  Ⅲ.  UO2+x → UO2
2+:  leaching, UO2.33 → UO2

2+

  Ⅳ.  전극 표면에서 전해용액 내 물 분자가 전기분해 되어 O2 발생    

              (펠릿의 침출과 무관한  반응)

핵연료의 수용액상의 침출반응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메커니즘을 거쳐 진행되는데, 그림 

3-3-13(b)는 동일한 UO2 펠릿을 탄산염/중탄산염이 포함된 바탕 전해용액에서 산화 및 침출 

반응을 진행한 결과이다. 탄산염을 함유한 전해용액에서 핵연료의 계면반응은 본 분석 조건에

서는 표면산화(II 반응)와 침출반응(III 반응)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침출 반응이 빨

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III 반응의 생성물인 UO2
2+이온과 용액내의 HCO3

-/CO3
2- 탄산염 이

온이 이온착화합물을 형성하여 전해용액 상으로 용해되기 때문에 계면에서 생성물의 농도가 

급감하고 III 반응의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전해용액 내 탄산염에 의한 산화/침출 증

대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고용성분 혼입 펠릿의 침출 거동을 선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0.01 M HCO3
-/CO3

2-이 포함된 0.1 M NaClO4를 전해용액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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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3. Cyclic voltammograms of UO2 in (a) 0.1 M NaClO4(aq) and 

(b) 0.1 M NaClO4(aq) containing 0.01 M CO3
2-/HCO3

-. The pH of both 

solutions are adjusted to at 9.0. Scan rate is 0.05 V/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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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성분 혼입 펠릿의 전기화학적 거동 평가 자료 생산

그림 3-14는 산화수가 다른 고용성분, (그림 3-3-14 (a))는 3가 고용성분 (그림 3-3-14 

(b))는 4가 고용성분을 각각 혼입한 펠릿의 전기화학적 산화/침출 거동을 확인한 결과이다. 그

림 3-3-14 (a)와 그림 3-3-14 (b)의 y축(전류밀도)의 스케일이 약 5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3가 고용성분을 혼입한 펠릿의 전류밀도가 4가 고용성분 펠릿에 비해 약 5

배 큼을 확인하였다.

3가 고용성분을 혼입한 펠릿의 경우(그림 3-14(a)), 고용성분을 혼입하지 않은 UO2-x에 비해 

약 10배 이상 증가된 전류량을 보였다. 핵연료의 산화/침출 거동이 시작되는 표면산화(반응 

II: 약 0.3 V에서 시작)의 전압영역에서 전기화학반응을 살펴보면, Nd3+를 혼입한 펠릿이 

Gd3+를 혼입한 경우보다 표면산화가 빠르게 시작되고, 표면산화에 뒤이어 따르는 침출반응(반

응 III: 약 0.2 V에서 시작)의 전류량은 역전되어 Gd3+혼입 펠릿이 더 빠르게 침출되는 것으

로 보인다.

그림 3-3-14 (b)의 4가 고용성분을 혼입한 펠릿의 경우, Zr4+를 혼입한 펠릿은 고용성분을 

혼입하지 않은 UO2 펠릿과 매우 유사한 전기화학적 거동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반응 II와 

III의 영역에서의 두 펠릿의 전류량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Zr4+의 도입은 핵연료의 침

출 성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Th4+를 혼입한 펠릿은 표면산화와 침출 반응에서 UO2 펠릿에 비해 약 1 mA의 작은 수준

으로 산화 전류량이 증가하였다. Th4+는 섭씨 1700도에서 UO2 매트릭스와 solid solution을 

잘 형성하기 어려운 원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UO2 격자구조로의 도핑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좀 더 미세입자의 ThO2 및 UO2 파우더를 준비

하여 고온 소결함으로써 UO2와의 solid solution을 잘 형성시키고, Th4+의 혼입농도에 따라 

(저농도에서 고농도까지) 펠릿을 제조하고 분석함으로써 solid solution 형성을 확인하는 작업

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3-3-15는 반응 II와 반응 III이 시작되는 전압(각각 0.25 V, 0.20 V)에서의 전류밀

도를 도시하여 비교한 그림이다. 3가 또는 4가 고용성분을 혼입한 펠릿은 혼입하지 않은 펠릿

보다 표면산화와 침출 반응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인다. 4가 고용성분혼입 펠릿은 비교적 순수 

UO2 펠릿과 유사한 수준의 산화/침출 속도를 갖는다(점선의 원으로 표시한 부분). 반면에, 3

가의 Nd 또는 Gd을 혼입한 펠릿은 4가 고용성분 혼입 펠릿에 비해 약 5배 이상 증대된 산

화 및 침출 속도를 보인다. 4가 고용성분은 U(IV)와 치환되어 유사한 산화특성을 갖지만, 3가 

고용성분은 핵연료의 산화 및 침출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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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 Cyclic voltammograms of doped pellets with (a) 

trivalent dopants(Nd3+, Gd3+) on UO2-x and (b) tetravalent dopants 

(Zr4+, Th4+) on UO2 in 0.1 M NaClO4(aq) containing 0.01 M 

CO3
2-/HCO3

- at pH 9, respectively. Scan rate is 0.05 V/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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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 Steady-state current density  of surface oxidation (at 0.25 V) and 

dissolutive oxidation (at 0.20 V) on undoped- and/or doped with trivalent or 

tetravalent dopants on matrix,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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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성분 혼입 UO2와 모사 피복관 Zr과의 계면 반응 특성 평가

(1) 고용성 핵종(Nd)과 UO2 혼합 시료 및 특성 평가

① Nd2O3과 UO2 혼합 시료 제조 (그림 3-3-16)

고용성 핵종과 UO2 혼합 시료를 제조하기 위해서, Nd2O3와 UO2 파우더를 이용하여 지름 

6.35 mm인 0, 2, 6 mol%Nd 함량을 갖는 U1-yNdyO2 혼합 펠릿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UO2, U0.98Nd0.02O2, U0.94Nd0.06O2 혼합 펠릿을 tube furnace (그림 3-3-17)에 넣고 1700 

℃에서 18 시간 동안 가열하여 소결하였다.

② U1-yNdyO2 혼합 시료 특성 평가 진행 조건

㉮ 엑스선 회절분석기 측정 조건

엑스선 회절은 BRUKER-AXS D8 ADVANCE 장비로 엑스선원으로 Cu Kα (40 kV - 40 

mA) 라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θ를 20°에서 120°까지 0.02°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간

격별 측정시간은 0.1 초로 스펙트럼별 측정시간은 약 9 분이 소요되었다. 측정한 시료의 

lattice parameter는 BRUKER사의 TOP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awley refinement 방법

으로 계산하였다.

㉯ 라만 측정 조건

라만 스펙트럼은 632.8 nm excitation 파장의 helium-neon 레이저를 이용하여 8 mW 

파워로 SR500i Raman spectrometer에서 측정하였다. 스펙트럼은 130 - 1900 cm-1 파장 

범위에서 측정되었다. 레이저는 50% uncoated-objective 렌즈를 사용하여 focus되었다.

㉰ 주사전자현미경-에너지분산형분석기 측정 조건

주사전자현미경 실험은 Oxford Instruments 에너지분산형 분석기가 장착된 JEOL 

JSM-6610LV를 이용하여 시료에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③ U1-yNdyO2 혼합 시료 특성 평가 결과

㉮ 엑스선 회절분석기 데이터 분석

엑스선 회절분석기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UO2, U0.98Nd0.02O2, U0.94Nd0.06O2 펠

릿 모두에서 Nd와 관련된 피크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UO2의 결정구조인 체심입방에 대한 

피크들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3-18).

측정한 XRD 데이터를 이용하여 UO2, U0.98Nd0.02O2, U0.94Nd0.06O2 펠릿의 lattice 

parameter를 계산하였고, Nd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 lattice parameter값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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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19).

㉯ 라만 스펙트럼 분석 (그림 3-3-20)

UO2, U0.98Nd0.02O2, U0.94Nd0.06O2 펠릿 모두 UO2의 T2g 진동모드와 관련 있는 피크가 

445 cm-1 에서 확인되며, defect에 의해 UO2의 selection rule이 깨져서 나타나는 피크가 

500 - 650 cm-1 근처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1150 cm-1에서 UO2의 2L-O에 의해 발생

하는 피크도 관찰되었다. Nd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Raman 데이터에서 UO2의 T2g 및 2L-O 

관련 피크의 세기는 감소하고 defect 관련 피크의 세기는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 주사전자현미경-에너지분산형분석기 이미지 비교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sintering 직후의 U1-yNdyO2 혼합 펠릿의 표면 이미지를 확인

함. U1-yNdyO2 펠릿의 Nd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시료 표면의 grain size가 감소하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음 (그림 3-3-21).

U1-yNdyO2 펠릿을 polishing한 후 시료의 표면 이미지 및 성분 원소 분석을 진행하였고, 

U와 O 원소는 모든 펠릿에서 측정되었고, Nd 원소는 U0.94Nd0.06O2 혼합 펠릿에서만 검출되

었다. 측정된 U, O, Nd 원소는 모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22).

Fig. 3-3-16. Optical images of (a) UO2, (b) U0.98Nd0.02O2, and (c) 

U0.94Nd0.02O2 pel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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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7. Alumina tube furnace for the sintering of U1-yNdyO2 pel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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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8. XRD spectra of UO2, U0.98Nd0.02O2, and U0.94Nd0.02O2 pel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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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 Lattice parameters for UO2, U0.98Nd0.02O2, and U0.94Nd0.02O2 pellets as 

a function of the molar fraction of Nd (y). Black line represents fitting curve 

evaluated from calculated lattic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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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0. Raman spectra of UO2, U0.98Nd0.02O2, and U0.94Nd0.02O2 pel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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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 SEM images (×3,000) of (a) UO2, (b) 

U0.98Nd0.02O2, and (c) U0.94Nd0.02O2 pel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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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 SEM images (×1,000) and EDS mapping data of uranium, oxygen, 

and neodymium elements obtained from (a) UO2, (b) U0.98Nd0.02O2, and (c) 

U0.94Nd0.02O2 pel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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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Zr 시료 제조 및 특성 평가

① Zr 시료 제조 (그림 3-3-23)

Zr 시료는 6.35 mm의 지름을 갖는 Zr rod (267724-20G, Sigma-Aldrich사)를 구매하여 

약 2 mm의 두께로 절단하여 제조한 후 polish하여 사용하였다.

② Zr 시료 특성 평가 진행 조건

㉮ 엑스선 회절분석기 측정 조건

엑스선 회절은 BRUKER-AXS D8 ADVANCE 장비로 엑스선원으로 Cu Kα (40 kV - 40 

mA) 라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θ를 20°에서 120°까지 0.02°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간

격별 측정시간은 0.1 초로 스펙트럼별 측정시간은 약 9 분이 소요되었다.

㉯ 라만 측정 조건

라만 스펙트럼은 632.8 nm excitation 파장의 helium-neon 레이저를 이용하여 8 mW 

파워로 SR500i Raman spectrometer에서 측정하였다. 스펙트럼은 130 - 1900 cm-1 파장 

범위에서 측정되었다. 레이저는 50% uncoated-objective 렌즈를 사용하여 focus되었다.

㉰ 주사전자현미경-에너지분산형분석기 측정 조건

주사전자현미경 실험은 Oxford Instruments 에너지분산형 분석기가 장착된 JEOL 

JSM-6610LV를 이용하여 시료에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③ Zr 시료 특성 평가 결과

㉮ 엑스선 회절분석기 데이터 분석 (그림 3-3-24)

Zr 시료를 엑스선 회절분석기 측정 결과 Zr의 결정구조인 육방구조에 대한 피크들이 잘 나

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 라만 스펙트럼 분석 (그림 3-3-25)

Zr 시료의 라만 스펙트럼을 확인해보면 아무런 피크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사전자현미경-에너지분산형분석기 이미지 비교 (그림 3-3-26)

Zr 시료의 표면 이미지 및 성분 원소 분석을 진행하였고, 표면 이미지상 polishing에 의한 

스크래치가 관찰되며, Zr 원소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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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3. Optical image of Zr 

sample.   

Fig. 3-3-24. XRD spectrum of Zr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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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5. Raman spectrum of Zr sample.  

Fig. 3-3-26. SEM image (×1,000) and EDS mapping data of zirconium element 

obtained from Zr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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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1-yNdyO2 혼합 펠릿과 Zr 시료의 고온 계면 화학 특성 평가

① 고온 처리를 위한 U1-yNdyO2/Zr 시료 준비

U1-yNdyO2/Zr 시료는 U1-yNdyO2 펠릿 위에 Zr 시료를 올려놓음으로서 물리적으로 접촉하

게 하여 준비하였다 (그림 3-3-27).

② 가열 진행 장비 및 가열 조건

U1-yNdyO2/Zr 시료의 고온 처리를 위하여 고온 가열이 가능한 PBN heater를 진공 챔버 

내에 설치하였다. 고진공이 잡혀있는 챔버 내에서 시료를 고온 가열함으로서 공기 중 산소에 

의한 U1-yNdyO2/Zr 시료의 산화 및 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였다.  고진공 챔버 속 1.0 × 

10-6 torr 이하의 base pressure에서 U1-yNdyO2/Zr 시료를 1200 및 1450℃에서 30분 동안 

가열하였다.

고진공에서 U1-yNdyO2/Zr 시료 가열 처리 후 엑스선 회절분석기, 라만 스펙트럼 및 주사전

자현미경-에너지분산형분석기를 이용하여 시료의 고온 계면 화학 반응 연구를 진행하였다.

③ U1-yNdyO2/Zr 시료 고온 계면 특성 평가 진행 조건

㉮ 엑스선 회절분석기 측정 조건

엑스선 회절은 BRUKER-AXS D8 ADVANCE 장비로 엑스선원으로 Cu Kα (40 kV - 40 

mA) 라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θ를 20°에서 120°까지 0.02°간격으로, 간격별 측정시간

은 0.1 초로 스펙트럼별 측정시간은 약 9 분이 소요되었다.

㉯ 라만 측정 조건

라만 스펙트럼은 632.8 nm excitation 파장의 helium-neon 레이저를 이용하여 8 mW 

파워로 SR500i Raman spectrometer에서 측정하였다. 스펙트럼은 130 - 1900 cm-1 파장 

범위에서 측정되었다. 레이저는 50% uncoated-objective 렌즈를 사용하여 focus되었다.

㉰ 주사전자현미경-에너지분산형분석기 측정 조건

주사전자현미경 실험은 Oxford Instruments 에너지분산형 분석기가 장착된 JEOL 

JSM-6610LV를 이용하여 시료에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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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7. Schematic 

illustration of U1-yNdyO2/Zr 

sample.   

Fig. 3-3-28. Optical images of samples after annealing of 

(a) UO2 with (d) Zr, (b) U0.98Nd0.02O2, with (e) Zr, and (c) 

U0.96Nd0.04O2, with (f) Zr at 1200℃.   



- 129 -

Fig. 3-3-29. Optical images of samples after annealing of 

(a) UO2/Zr, (b) U0.98Nd0.02O2, with (d) Zr, and (c) 

U0.94Nd0.06O2, with (e) Zr at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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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1-yNdyO2 혼합 펠릿과 Zr 시료의 고온 계면 화학 특성 평가 결과

① U1-yNdyO2/Zr 시료 고온 화학반응 결과

1200℃ 고온 처리 후 U1-yNdyO2 시료는 가열 전 시료와 동일하게 검은색을 유지하는 반면

에, Zr 시료는 가열 전 시료보다 더 밝은 은색을 띄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림 3-3-28).

1450℃ 고온 처리 후 UO2/Zr 시료에서는 UO2와 Zr이 완전하게 접촉되어 분리가 되지 않

아 계면 특성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림 3-3-29a). 나머지 U1-yNdyO2와 Zr 시료에서는 

1200℃ 고온 처리된 시료와 동일한 색을 띄며, Zr 시료의 계면이 벗겨지는듯한 형상을 보였

다 (그림 3-3-29).

② 엑스선 회절분석기 데이터 분석

㉮ U1-yNdyO2 펠릿 시료

1200 ℃에서 Zr과 함께 가열한 UO2, U0.98Nd0.02O2, U0.94Nd0.06O2 펠릿 모두에서 UO2의 

결정구조인 체심입방에 대한 피크들 이외의 다른 피크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3-3-30). 

또한, 1450 ℃에서 Zr과 함께 가열한 U0.98Nd0.02O2, U0.94Nd0.06O2 펠릿 시료에서도 UO2 결

정구조와 관련된 피크들만 관찰되었다 (그림 3-3-31).

㉯ 라만 측정 조건

1200 및 1450 ℃에서 U1-yNdyO2 펠릿과 가열한 Zr 시료를 엑스선 회절분석기 측정 결과 

Zr의 결정구조인 육방구조에 관련된 피크들이 나타나며, 부분적으로 Zr의 회절패턴 피크가 관

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림 3-3-32, 3-3-33).

③ 라만 스펙트럼 분석

㉮ U1-yNdyO2 펠릿 시료

1200 ℃에서 Zr과 함께 가열한 UO2, U0.98Nd0.02O2, U0.94Nd0.06O2 펠릿 모두에서 UO2의 

T2g 진동모드와 관련 있는 피크가 445 cm-1에서 확인되며, defect에 의해 UO2의 selection 

rule이 깨져서 나타나는 피크가 500 - 650 cm-1 근처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1150 cm-1

에서 UO2의 2L-O에 의해 발생하는 피크도 관찰되었다. Nd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Raman 데

이터에서 UO2의 T2g 및 2L-O 관련 피크의 세기는 감소하고 defect 관련 피크의 세기는 증

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3-3-34).

1450 ℃에서 Zr과 함께 가열한 U0.98Nd0.02O2, U0.94Nd0.06O2 펠릿 시료에서는 UO2와 관

련된 피크 이외에, 탄소에 의한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되는 1180, 1270, 1310, 1470 cm-1에

서의 피크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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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r 시료

1200 및 1450 ℃에서 U1-yNdyO2 펠릿과 가열한 Zr 시료의 라만 스펙트럼을 확인해보면 

아무런 피크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U0.98Nd0.02O2 펠릿과 1450 ℃에서 가열

한 Zr 시료의 라만 스펙트럼에서는 Zr 시료의 특정한 위치에서 ZrO2와 관련된 307, 335, 

347, 382, 476, 502, 538, 559, 616, 637 cm-1 피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36, 

3-3-37).

④ 주사전자현미경-에너지분산형분석기 이미지 비교

㉮ U1-yNdyO2 펠릿 시료

1200 ℃에서 Zr과 함께 가열한 UO2, U0.98Nd0.02O2, U0.94Nd0.06O2 펠릿 시료의 표면 이미

지 및 성분 원소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U와 O 원소는 모든 펠릿에서 측정되었고, Nd 원소는 

U0.94Nd0.06O2 혼합 펠릿에서만 검출이 되었다. 측정된 U, Nd, O 원소는 모두 고르게 분포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38).

1450 ℃에서 Zr과 함께 가열한 U0.98Nd0.02O2, U0.94Nd0.06O2 펠릿 시료의 표면 이미지 및 

성분 원소 분석을 진행하였고, U와 O 원소는 모든 펠릿에서 측정, Zr 원소는 U0.98Nd0.02O2 

혼합 펠릿에서만 검출되며, Nd 원소는 U0.94Nd0.06O2 혼합 펠릿에서만 검출이 되었다. 측정된 

U, O, Zr, Nd 원소는 모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39).

㉯ 라만 측정 조건

1200 및 1450 ℃에서 U1-yNdyO2 펠릿과 가열한 Zr 시료의 표면 이미지 및 성분 원소 분

석을 진행하였고, Zr 원소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3-40, 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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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0. XRD spectra of UO2, U0.98Nd0.02O2, and U0.94Nd0.06O2 

pellets after annealing of U1-yNdyO2/Zr samples at 1200℃.  

Fig. 3-3-31. XRD spectra of U0.98Nd0.02O2, and U0.94Nd0.06O2 pellets 

after annealing of U1-yNdyO2/Zr samples at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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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 XRD spectra of Zr pellets after annealing of U1-yNdyO2/Zr 

samples at 1200℃. 

Fig. 3-3-33. XRD spectra of Zr pellets after annealing of U1-yNdyO2/Zr 

samples at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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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4. Raman spectra of UO2, U0.98Nd0.02O2, and U0.94Nd0.06O2 

pellets after annealing of U1-yNdyO2/Zr samples at 1200℃. 

Fig. 3-3-35. Raman spectra of U0.98Nd0.02O2, and U0.94Nd0.06O2 pellets 

after annealing of U1-yNdyO2/Zr samples at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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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6. Raman spectra of Zr pellets after annealing of 

U1-yNdyO2/Zr samples at 1200℃.  

Fig. 3-3-37. Raman spectra of Zr pellets after annealing of 

U1-yNdyO2/Zr samples at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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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8. SEM images (×1,000) and EDS mapping data of U, O, and Nd 

elements obtained from (a) UO2, (b) U0.98Nd0.02O2, and (c) U0.94Nd0.06O2 pellets 

after annealing with Zr at 1200℃. 

Fig. 3-3-39. SEM images (×1,000) and EDS mapping of U, O, Nd, and Zr 

elements obtained from (a) UO2, (b) U0.98Nd0.02O2, and (c) U0.94Nd0.06O2 pellets 

after annealing with Zr at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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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0. SEM images (×1,000) and EDS mapping 

data of Zr element obtained from Zr samples after 

annealing with (a) UO2, (b) U0.98Nd0.02O2, and (c) 

U0.94Nd0.06O2 pellets at 1200℃.  

Fig. 3-3-41. SEM images (×1,000) and EDS mapping data 

of Zr element obtained from Zr samples after annealing with 

(a) U0.98Nd0.02O2, and (b) U0.94Nd0.06O2 pellets at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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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성분 및 혼입농도에 따른 핵연료 계면 거동 연구

가. 고용성분 및 혼입농도에 따른 핵연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

(1) 다양한 농도의 고용성분을 혼입한 UO2 제조

3가 고용성분인 Nd3+를 함유한 Nd2O3 파우더와 UO2 파우더를 2, 6, 10 mol% 화학적 몰

(mol) 당량에 맞게 각각 계산하여 칭량하고 혼합한다. 막자사발에 파우더혼합물을 넣고 고르

고 균일하게 섞이도록 잘게 부수며 골고루 갈아 준다. 원통형 틀에 고루 갈린 가루를 틀에 넣

고 프레스로 눌러서 펠릿 형태로 만든다. 펠릿의 지름은 약 10 mm, 두께는 약 1mm이다. 

tube furnace에 넣고 수소 분위기하에서 1700℃온도로 18시간 동안 소결 한다. 추가로 

1200℃온도에서 12시간 동안 annealing 한 후 서서히 식힌다. Furnace가 식으면 펠릿을 꺼

내고 연구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UO2, (U,Th)O2, (U,Zr)O2 펠릿도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 당

량에 맞게 UO2, ThO2, ZrO2 파우더를 이용하여 다양한 농도가 혼입되도록 제조하였다. 

(U,Th)O2의 경우에는 1, 5, 10 mol%의 Th이, (U,Zr)O2의 경우에는 1, 3, 5, 10 mol%의 

Zr이 혼입되도록 당량을 계산하였다.

(2) 핵연료 표면 및 구조 특성 평가

① XRD를 이용한 혼입 고용성분의 농도에 따른 핵연료의 격자 구조 분석

㉮ U1-yNdyO2

엑스선 회절을 이용하여 U1-yNdyO2 펠릿 표면의 격자구조에 대한 스펙트럼을 측정(그림 

3-3-42)하고 이로부터 격자구조상수(a, nm)를 분석 하여(그림 3-3-43) UO2 및 Nd 혼입 

UO2 펠릿의 화학양론적 변화 분석 자료를 생산하였다. 그림 3-3-42의 스펙트럼의 결과로부

터 2, 6, 10 mol%의 Nd를 혼입한 펠릿은 UO2 고유의 cubic lattice structure를 유지하며 

doping 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온의 제조과정에서 혼입 고용성분과 UO2 matrix가 균일

한 solid solution을 형성했음을 확인하였다. Pawley refinement를 이용해 각각의 엑스선 

회절 스펙트럼으로부터 격자구조상수(a)를 분석하였고, 혼입 농도가 증가할수록 격자상수(a)가 

감소하는 상관관계를 일차함수로 표현하였다(그림 3-43). 계산으로 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

울기 값과 실제 측정된 기울기를 비교함으로써, Nd 혼입 UO2 펠릿의 O/M 비율(산소와 금속

의 비)이 2보다 작음을 확인하였다(0 x 0.1). UO2의 O/M 비율은 2이고, (U,Nd3+)O2-x의 

O/M 비율은 2-x이다. 3가 고용성분인 Nd을 혼입한 경우, Nd3+와 U4+와의 치환/도핑으로 

전하균형(charge balance)이 깨지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격자내의 산소 이온이 일부 제거되

어 oxygen vacancy가 생성되면서 총체적으로 단위격자 내에 U5+가 부분적으로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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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5+의 이온 반경이 U4+보다 작고(U4+(1.00 Å) > U5+(0.88 Å)) Nd3+의 이온 반경이 각각 

1.12 Å으로 Nd3+가 U4+보다 크기 때문에 구조격자 상수의 감소폭이 Gd가 혼입된 경우와 비

교해 보면 작다. 그러나 Nd 혼입함량이 증가할수록 oxygen vacancy가 증가될 것이기에 전

체적으로는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 U1-yThyO2와 U1-yZryO2

4가 고용성분 Th4+를 혼입한 경우 U4+와의 치환/도핑으로 전하균형이 유지되어 oxygen 

vacancy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그림 3-3-44와 같이 Th 혼입 농도가 증가하여

도 UO2 고유의 cubic lattice structure가 유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Th4+의 경우 이온 

반경이 1.08 Å으로 U4+보다 크기 때문에 구조격자상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됐으며, 실험값 

역시 그림 3-3-45와 같이 Th 혼입 농도에 따라 구조격자 상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경향성은 파란색 점선으로 나타낸 문헌값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다른 4가 고용성분인 Zr4+를 혼입한 경우에도 그림 3-3-46처럼 Zr 혼입 농도가 증가하여

도 UO2 고유의 cubic lattice structure가 유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Zr4+는 원자번

호가 작은 금속이온으로 이온 반경이 0.80 Å으로 U4+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혼입농도가 

증가할수록 구조격자상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3-47). 이 경향성은 파

란색 점선으로 나타낸 문헌값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고용성분의 이온 반경과 산화수에 따른 U5+의 생성유무에 더하여 고용성분 혼입 농도에 따

라 구조격자상수의 증감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고용성분 혼입양과 구조격자상수 사

이의 선형 관계(그림 3-43, 45, 47)를 역이용하여 핵연료 내 고용성분의 정성 및 정량 분석을 

할 수 있는 비파괴적 분석방법으로써 정립시킬 수 있는 기본 DB 자료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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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2. XRD patterns of UO2 (black) and U1-yNdyO2 

pellets with y = 0.02 (red), 0.06 (blue), and 0.1 (green) from 

bottom to top. 

Fig. 3-3-43. Lattice parameters obtained from XRD patterns 

of UO2 and U1-yNdyO2 pellets with increasing Nd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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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4. XRD patterns of UO2 (black) and U1-yThyO2 pellets with 

y = 0.01 (red), 0.05 (blue), and 0.1 (green) from top to bottom.  

Fig. 3-3-45. Lattice parameters obtained from XRD patterns of UO2 and 

U1-yThyO2 pellets with increasing Th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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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6. XRD patterns of UO2 (black) and U1-yZryO2 pellets with y = 

0.01 (red), 0.03 (blue), 0.05 (magenta), and 0.1 (green) from bottom to top. 

The diffraction patterns of  UO2 (PDF#05-0550), monoclinic ZrO2 (m-ZrO2; 

PDF#07-0343), and tetragonal ZrO2 (t-ZrO2; PDF#02-0733) in the bottom 

panels were obtained from the PDF-2 database.  

Fig. 3-3-47. Lattice parameters obtained from XRD patterns of 

UO2 and U1-yZryO2 pellets with increasing Z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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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한 펠릿 표면 구조 분석

제조한 펠릿을 furnace에서 꺼내어 진공 케이스에 넣고 이동하여 SEM 분석 장비

(JSM-6610LV, JEOL, Japan)의 진공 chamber에 넣어 공기와의 접촉 시간을 최소화하였다. 

시료는 어떠한 코팅처리도 하지 않은 펠릿 표면을 이용해서 25-30 keV의 가속전압과 약 10 

mm의 WD (Working distance)를 유지하며 표면의 도메인 구조를 관찰하였다.

고용성분을 혼입하지 않은 UO2-x 및 UO2 표면에서는 약 10 ㎛ 직경의 다각형 도메인이 

주름진 텍스쳐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3-48의 위쪽 두 패널은 3가 고용성분인 

Gd3+ 또는 Nd3+를 1, 3, 5, 10 mol% (Nd는 2, 6, 10 mol%)으로 혼입한 펠렛의 표면 구조

인데, 도메인의 크기가 수 십 부터 수 백 nm 수준으로 급격히 작아지면서 이로 인한 grain 

boundary의 분포가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3-48 아래 패널인 4가 고

용성분 Th4+를 혼입한 펠릿에서는 혼입농도가 증가하여도 도메인의 크기와 다각형 형태가 변

화하지 않고 유지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Zr4+을 도핑한 경우는 혼입농도가 증가할수록 Th의 

경우와 비슷한지만 부분적으로 도메인의 크기가 수 ㎛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Zr4+의 이온 반경이 작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메인 구조의 크기 변화는 그림 3-3-43, 45, 47의 구조격자상수 변화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고용성분의 산화수와 혼입농도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oxygen vacancy의 생성유무와 생성량이 도메인의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혼입 고용성분의 산화수 및 혼입농도에 따른 도메인 구조의 크기 및 grain boundary

의 분포는 핵연료 펠릿의 전기전도도 및 열전도도와 같은 물리적 성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③ UO2 및 고용성분 혼입 (U,M)O2펠릿의 전기전도도 측정 자료 생산 (그림 3-3-49)

4-probe 표면 저항 측정기(HM21-Jandel, UK)를 이용해 펠릿의 표면 저항을 랜덤하게 세 

포인트씩 측정하고,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해 측정 포인트에서의 펠릿 두께를 각각 측정였다. 

펠릿의 표면 저항 값과 측정 포인트의 두께를 이용하여 비저항(specific resistivity, ρ, 

Ω·cm)를 계산하였고, 이것의 역수를 구해서 전기전도도(σ, S/cm) 자료를 생산하였다. 

3가 고용성분 Nd3+ 혼입한 펠릿의 전기전도도는 혼입농도가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증가하여 

기존 UO2 펠릿에 비해 각각 약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Gd 혼입 UO2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준다. 4가 고용성분인 Zr4+와 Th4+를 혼입한 펠릿은 혼입농도가 

증가하여도 UO2에 비해 전기전도도에 변화가 없었다. 그림 3-3-48의 SEM 결과에서, 4가 고

용성분 혼입 펠릿의 도메인 구조는 변화가 거의 없고 UO2와 유사하게 유지되어 전기전도도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된다. 3가 고용성분 혼입 펠릿은 혼입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도메인의 크기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에 따른 도메인사이의 node도 급증하여 전

기전도도가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전기전도도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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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구조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이 전기전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3가 고용성분 혼입으로 생성되는 oxygen vacancy에 의해 전자홀(정공)이 생겨서 펠릿의 전

기전도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고용성분의 산화수에 따라 핵연료의 전기

전도도 특성에 뚜렷한 차이가 보이며 3가 고용성분의 혼입농도가 증가할수록 전기전도도가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3-48. Comparing the domain structures on the surfaces of (U,Gd)O2, 

(U,Nd)O2, (U,Th)O2 and (U,Zr)O2 from top to bottom. Doping level increases from 

left to right. Magnification of all images is ×3000, and scale bars in images 

indicate 5 ㎛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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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9. Electrical conductivity of (U,Gd)O2, (U,Nd)O2, (U,Th)O2 and (U,Zr)O2 

with various doping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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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성분 혼입농도에 따른 핵연료의 라만 분광 스펙트럼 분석

① 실험조건

기 구축한 라만 분광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8 mW의 633 nm 헬륨-네온 레이저를 광원으

로 사용하였다. SR500i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라만스펙트럼을 얻었으며, 샘플에 따라 

100초 혹은 200초 동안 원하는 라만 쉬프트 영역을 정하여 스펙트럼을 구하였다.

② 스펙트럼 분석

㉮ U1-yNdyO2

U1-yNdyO2 은 이전에 분석했던 U1-yGdyO2 와 매우 유사한 경향성의 라만스펙트럼을 보여

주는데, Nd의 혼입 농도가 증가할수록 445 cm-1 영역의 T2g U-O stretching 피크와 1150 

cm-1 영역의 2 L-O phonon 피크들의 세기가 UO2보다 매우 작아지고 500-650 cm-1 영역

의 밴드의 세기는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3-50). 500-650 cm-1 영역의 밴드를 분

석하기 위해서 1, 5 mol%Nd가 혼입된 시료의 라만스펙트럼을 찍어 디콘볼루션

(deconvolution) 방법을 통해 그림  3-3-51처럼 ~535, ~575, ~630 cm-1 영역의 세 개의 

피크로 분리하였다, ~535 cm-1의 피크는 Nd3+에 의해 생성된 oxygen vacancy에 의한 격자 

뒤틀림을, ~575 cm-1의 피크는 L-O phonon을, ~630 cm-1의 피크는 산소의 의한 

sublattice 뒤틀림을 나타낸다.

Nd3+ 같은 3가 고용성분의 경우에는 UO2 격자구조 내 U4+와 치환되면서 깨지는 전하균형 

(charge balance)를 맞추기 위하여 산소결핍이 필연적이기에, oxygen vacancy에 의한 격자 

뒤틀림이 발생하고, 이 구조 변화가 라만스펙트럼 상 500-650 cm-1 영역의 밴드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소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630 cm-1에서 나오는 피크는 매우 작게 나타났

다. 

  혼입농도에 따른 산소결핍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UO2 fluorite 구조를 나타내는 픽인 T2g 

mode와 oxygen vacancy를 나타내는 피크의 넓이 비를 구하였다. 이 비는 UO2 구조에 

oxygen vacancy의 농도를 나타내는데, 그림 3-3-52처럼 Nd 혼입량이 늘어날수록 같이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U1-yThyO2

U1-yThyO2 펠릿의 경우 Th의 혼입농도가 증가하여도 UO2와 차이점이 전혀 없는 것을 그

림 3-3-53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UO2의 격자구조 내에서 U4+가 단순히 Th4+로 치환되었

기에 구조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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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0. Raman spectra of UO2 (black) and U1-yNdyyO2 pellets with y = 0.02 

(red), 0.06 (blue), and 0.1 (green) from top to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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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1. Deconvoluted Raman spectra of 

U0.99Nd0.01O2 (up) and U0.95Nd0.05O2 (bottom) pellets 

with Lorentzian peaks at ~445, ~535, ~575 and 

~630 cm-1. Open circles and orange continuous 

line indicate the experimental data and fitted line 

using Lorentzian peak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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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2. Area ratio between peaks at ~445 

and ~535 cm-1 as a function of Nd content in 

U1-yNdyO2 pellets. 

Fig. 3-3-53. Raman spectra of UO2 (black) and U1-yThyO2 pellets 

with y = 0.01 (red), 0.05 (blue), and 0.1 (green) from top to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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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1-yZryO2

U1-yZryO2 펠릿의 경우도 U1-yThyO2와 유사하나 ~598 cm-1 영역의 피크가 관찰되는 것을 

그림 3-3-54에서 확인할 수 있다. 4가 고형성분을 혼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서 피크

가 생성되는 것이 혹시 남아있는 ZrO2에서 나오는 것인지 확인 해볼 필요가 있었다. 우선 그

림 3-3-46을 보면 U1-yZryO2 펠릿의 XRD 스펙트럼에는 monoclinic-ZrO2, 

tertagonal-ZrO2의 피크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monoclinic-ZrO2, 

tertagonal-ZrO2의 라만 피크들은 이 ~598 cm-1 영역의 피크와 전혀 겹치지 않았다 (그림 

3-3-55). 이 결과들로 보아 순순한 ZrO2의 영향으로 형성된 피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신 U1-yZryO2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Ce0.8Zr0.2rO2에서 비슷한 피크가 관

찰되었다. Zr4+의 경우에는 U4+보다 이온반경 크기가 작으며, UO2 구조와는 다른 ZrO8 타입

의 complex를 형성하기에 관련 구조 피크가 ~598 cm-1 영역에서 관측되는 것으로 예측된

다. Zr의 혼입량이 증가할수록 ~598 cm-1 영역의 피크의 세기가 비례하여 커지고, T2g 피크

고 선형적으로 쉬프트 되는 것을 보면 분명히 Zr과 관련된 구조적 변화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3-3-56). 실험결과를 모사하기 위하여 First-principles DFT calculation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ZrO8 타입의 콤플렉스 구조에 의해서 ~598 cm-1 영역의 

피크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피크는 Zr이 혼입되면서 크게 변하는 Zr-O의 결합길이

에 의해서 형성되는 O의 매우 큰 움직임에 의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3-3-57). 실험 결

과 분석과 이론적 연구에 의해서U1-yZryO2 펠릿에서 ZrO8 타입의 콤플렉스 구조가 형성됨을 

확인하였고, Zr 혼입농도가 증가할수록 이 구조 또한 많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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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4. Raman spectra of UO2 (black) and U1-yZryO2 pellets with y = 0.01 

(red), 0.03 (blue), 0.05 (magenta), and 0.1 (green). The shift and decrease in 

intensity of the  T2g band and development of a peak at 598 cm-1 with 

increasing Zr content are shown in the i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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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5. Comparison fo Raman spectra of U0.9Zr0.1O2 with 

those of monoclinic-ZrO2 and tetragonal-ZrO2[16]. 

Fig. 3-3-56. (a) T2g band position of UO2 

and U1-yZryO2 pellets and (b) intensity ratio 

of the peak at 598 cm-1 to T2g band 

(I598/IT2g) as a function of Zr conte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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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7. (a) Vibrational frequencies of U1-yZryO2 as a function of Zr 

content (y). (b) The simulated intensities and Raman frequencies of 

U0.87Zr0.13O2. Normal modes of the peaks at (c) 466.82 cm-1 and (d) 596.15 

cm-1. The yellow, green and red spheres represent U, Zr and O atom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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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입 고용성분 농도에 따른 핵연료의 화학적 성질 평가 자료 생산

① 전기화학적 분석 방법

기 구축된 회전 원반 전극 시스템(Rotating disk electrode system)을 사용하였다. 전기화

학 반응 전 후 라만분광학, X선 회절 분석, X선 광전자 분광장비를 이용하여 펠릿의 표면을 

분석 할 수 있도록 착탈 형태의 전극을 디자인 하여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백금 호일을 

counter electrode, SCE를 reference electrode, UO2 및 고용성분 혼입 펠릿을 working 

electrode로 제작해서 이용하였으며, 0.1 M NaClO4 solution 또는 0.1 M NaCl의 바탕용

액에 0.01 M의 탄산염을 함유한 전해 수용액([HCO3
-/CO3

2-]=0.01 M, pH=9)에서 전기화학 

실험을 수행하였다.

② 전기화학적 산화 침출 거동 평가

그림 3-3-58은 산화수가 다른 고용성분을 다양한 농도로 혼입한 U1-yGdyO2,  U1-yNdyO2, 

U1-yThyO2, U1-yZryO2 펠릿의 전기화학적 산화/침출 거동을 확인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y축

(전류밀도)의 스케일이 3가 고용성분을 혼입한 펠릿의 전류밀도가 4가 고용성분 펠릿에 비해 

더 큼을 확인하였다.

3가 고용성분 혼입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류량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핵연료의 산화/침출 거동이 시작되는 표면산화(약 0.3 V에서 시작)의 전압영역에서 전기화학

반응을 살펴보면, Nd3+를 혼입한 펠릿이 Gd3+를 혼입한 경우보다 같은 혼입농도일 경우 표면

산화가 빠르게 시작되고, 표면산화에 뒤이어 따르는 침출반응(약 0.2 V에서 시작)의 전류량은 

역시 Nd3+혼입 펠릿이 더 빠르게 침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4가 고용성분을 혼입한 펠릿의 경우, Zr4+를 혼입한 펠릿은 고용성분의 혼입농도가 증가하

여도 UO2 펠릿과 매우 유사한 전기화학적 거동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반응 II와 III의 영역

에서의 두 펠릿의 전류량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Zr4+의 도입은 핵연료의 침출 성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Th4+를 혼입한 펠릿은 혼입농도가 증가하면서 표면산화와 침출 반응에서 UO2 펠릿에 비해 

작은 수준으로 산화 전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Th4+는 섭씨 1700도에서 UO2 매트릭

스와 solid solution을 잘 형성하기 어려운 원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UO2 격자구

조로의 도핑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

다.  

전체적으로 보면, 4가 고형성분이 혼입된 UO2는 혼입농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3

가 고형성분이 혼입된 경우에는 혼입농도에 따른 변화가 매우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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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8. Cyclic voltammograms recorded on U1-yGdyO2 (left, up), U1-yZryO2 

(right, up), U1-yNdyO2 (left, bottom), and U1-yThyO2 (right, bottom) electrodes in a 

0.1 M NaClO4 solution containing [HCO3
-/CO3

2-]=0.01 M, pH=9at pH 8.9, 

respectively. Scan rate was 50 m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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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혼입 고용성분 농도에 따른 계면 산화 반응 평가

① 산화반응 진행

UO2 펠릿과 1, 5, 10 mol%Th가 혼입된 UO2 펠릿을 tube furnace 내에 위치시키고 

CO/CO2 = 0.001비를 가지는 기체를 흘려주면서 1500℃에서 24시간 가열하여 산화반응을 

진행하였다. 반응이 끝난 후 펠릿들을 꺼내 라만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② 계면 산화 반응 평가

그림 3-3-59의 결과를 보면 산화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500~700 cm-1 영역의 broad 

band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영역을 분석하기 위해서 400~750 cm-1 영역을 

~ 445, 470, 570, 640 cm-1 위치의 네 개의 Lorentzian 피크를 이용하여 deconvolution

하였다 (그림 3-3-60). ~ 445, 470, 570, 640 cm-1 위치의 피크는 각각  UO2 구조의 T2g 

mode, 유입된 산소에 의한 격자 뒤틀림, L-O phonon, 산소의 의한 sublattice 뒤틀림을 나

타낸다. 각 피크의 영향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T2g mode에 대한 상대적인 intensity 비를 구

하여 혼입농도에 따라 표시하였다. 그림 3-3-61을 보면 산소의 의한 격자 비틀림은 일정한 

반면에, L-O phonon의 비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UO2 펠릿과 1, 5, 

10 mol%Th가 혼입된 UO2 펠릿이 산화되면서 비슷한 양의 산소가 유입되어 산화정도는 비

슷하지만, Th 함량의 증가에 의한 격자 뒤틀림에 의해서 L-O phonon은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화 반응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L-O phonon이 생성되며, Th 함량이 증가하면

서 그 피크의 intensity가 증가되기에, 산화 반응 시 유입되는 산소와 Th간의 어떠한 상호작

용에 의하여 격자 뒤틀림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산화된 UO2+x와 U1-yThyO2+x 펠릿의 x 값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른 실험결과들과 [17,18] 

분석하여 보았다. 산화 반응을 진행한 조건에서 예상되는 x의 최대값은 0.09이며, 반응 전후

의 질량 변화로 추정되는 x값은 2.05 ± 0.02이다. 다양한 x에 따른 UO2+x의 라만스펙트럼

과 본 실험 결과를 비교 및  640 cm-1 위치의 피크의 위치 변화에 따른 방정식을 통해 산화 

된 UO2+x와 U1-yThyO2+x 펠릿의 x 값은 0.03 ≤ x ≤ 0.06임을 유추 할 수 있었다. 이 영역

에서는 새로운 결함 구조의 생성에 의하여 격자 수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

다. 따라서 Th 혼입량이 증가하면서 L-O phonon이 생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오직 산화된 

U1-yThyO2+x 펠릿에서만 관찰된다는 것은, 유입 산소의 존재 하에 Th에 의한 새로운 결함 구

조의 생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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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9. Raman spectra of hyper-stoichiometric UO2+x (black line) and 

U1-yThyO2+x pellets with y = 0.01 (red line), 0.05 (blue line), and 0.1 (green line) 

as shown from top to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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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0. Deconvoluted Raman spectra of 

hyper-stoichiometric UO2+x and U1-yThyO2+x 

pellets with Lorentzian peaks at ~ 445 (black), 

470 (red), 570 (blue) and 630 (green) cm-1. 

Black circles and magenta lines represent the 

experimental data and fitted lin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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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1. Intensity ratios of peaks at ~ 470 (black squares, I470/I445), 570 (red 

circles, I570/I445), and 630 (blue diamonds, I630/I445) cm-1 relative to the peak at ~ 

445 cm-1 with a y value of U1-yThyO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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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성분 및 혼입농도에 따른 계면 거동 연구

(1) 고용성 핵종(Gd)과 UO2 혼합 시료 및 특성 평가

① Gd2O3과 UO2 혼합 시료 제조 (그림 3-3-62)

다양한 혼입농도의 고용성 핵종 혼입 UO2 시료를 제조하기 위해서, Gd2O2=3와 UO2 파우

더를 이용하여 지름 6.35 mm인 0, 2, 6, 10 mol%Gd 함량을 갖는 U1-yGdyO2 혼합 펠릿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UO2, U0.98Gd0.02O2, U0.94Gd0.06O2, U0.90Gd0.10O2 혼합 펠릿 시료를 수소 

가스 분위기하에서 tube furnace에 넣고 1700 ℃에서 18 시간 동안 sintering하였다.

② U1-yGdyO2 혼합 시료 특성 평가 조건 

㉮ 엑스선 회절분석기 측정 조건 

엑스선 회절은 BRUKER-AXS D8 ADVANCE 장비로 Cu Kα  X-ray 소스(40 kV - 40 

m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θ를 20°에서 120° 까지 0.02°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간격별 

측정시간은 0.1 초로 설정하였다. 측정한 XRD 데이터를 BRUKER사의 TOP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awley refinement 방법으로 lattice parameter을 계산하였다.

㉯ 라만 측정 조건

라만 스펙트럼은 632.8 nm excitation 파장의 helium-neon 레이저를 이용하여 8 mW 

파워로 SR500i Raman spectrometer에서 측정하였다.

㉰ 주사전자현미경-에너지분산형분석기 측정 조건

주사전자현미경 실험은 Oxford Instruments 에너지분산형 분석기가 장착된 JEOL 

JSM-6610LV를 이용하여 시료에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③ U1-yGdyO2 혼합 시료 특성 평가 결과

㉮ 엑스선 회절분석기 데이터 분석

엑스선 회절분석기 데이터 분석 결과, UO2, U0.98Gd0.02O2, U0.94Gd0.06O2, U0.90Gd0.10O2 펠

릿 모두에서 UO2의 결정구조인 체심입방에 대한 피크들이 잘 나타나며, Gd와 관련된 피크들

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3-3-63). 측정한 XRD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Pawley refinement 

방법으로 UO2, U0.98Gd0.02O2, U0.94Gd0.06O2, U0.90Gd0.10O2 펠릿의 lattice parameter를 계

산하였으며, 시료 내에 Gd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 lattice constant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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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만 스펙트럼 분석 (그림 3-3-65)

Raman 스펙트럼에서는 UO2, U0.98Gd0.02O2, U0.94Gd0.06O2, U0.90Gd0.10O2 펠릿 모두 UO2

의 445 cm-1 T2g 진동모드와 관련 있는 피크가 관찰되며, defect에 의해 selection rule이 

깨져서 발생하는 피크가 500 - 650 cm-1 근처에서 넓은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UO2의 

2L-O에 의해 발생하는 피크도 1150 cm-1에서 관찰됐다. Gd 함량이 증가할수록 Raman 데

이터에서 UO2의 T2g와 2L-O  피크들의 세기는 줄어들고 defect 관련 피크의 크기는 증가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 주사전자현미경-에너지분산형분석기 이미지 비교

Sintering 직후의 U1-yGdyO2 혼합 펠릿의 표면 이미지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

함. Gd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시료 표면의 grain size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림 3-3-66). U1-yGdyO2 혼합 펠릿의 표면을 polishing한 후 표면 이미지 및 성분 원소 분석

을 진행하였고, U와 O 원소는 모든 펠릿에서 측정되었고, Gd 원소 성분은 U0.94Gd0.06O2와 

U0.90Gd0.10O2 혼합 펠릿에서만 검출이 되었음. 측정된 U, O, Gd 원소는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을 에너지분산형분석기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67).

Fig. 3-3-62. Optical images of (a) UO2, (b) U0.98Gd0.02O2, (c) U0.94Gd0.06O2, and (d) 

U0.90Gd0.10O2 pel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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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3. XRD spectra of UO2, U0.98Gd0.02O2, U0.94Gd0.06O2, and U0.90Gd0.10O2 

pel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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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4. Lattice parameters for UO2, U0.98Gd0.02O2, 

U0.94Gd0.06O2, and U0.90Gd0.10O2 pellets as a function of the molar 

fraction of Gd (y). Black line represents fitting curve evaluated 

from calculated lattice parameters. 

 

Fig. 3-3-65. Raman spectra of UO2, U0.98Gd0.02O2, U0.94Gd0.06O2, 

and U0.90Gd0.10O2 pel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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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6. SEM images (×2,000) of (a) UO2, (b) U0.98Gd0.02O2, 

(c) U0.94Gd0.06O2, and (d) U0.90Gd0.10O22 pellets before polishing. 

Fig. 3-3-67. SEM images (×2,000) and EDS mapping data of uranium, oxygen, 

and gadolinium elements obtained from (a) UO2, (b) U0.98Gd0.02O2, (c) 

U0.94Gd0.06O2, and (d) U0.90Gd0.10O2 pellets after po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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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Zr 시료 제조 및 특성 평가

① Zr 시료

Zr 시료는 Sigma-Aldrich사의 φ 6.35 mm Zr rod (267724-20G)를 약 2 mm의 두께로 

절단하여 polish하여 사용하였다. 실험 진행 전 항상 Zr 시료는 2000 grit의 SiC 사포를 이

용하여 폴리싱하여 표면에 산화된 층을 제거하였다.

② Zr 시료 특성 평가 진행 조건

㉮ 라만 측정 조건

라만 스펙트럼은 632.8 nm 파장의 He-Ne 레이저를 이용하여 SR500i Raman 

spectrometer으로 측정하였고, 레이저빔을 50% uncoated-objective 렌즈를 사용하여 

focus하였다.

㉯ 주사전자현미경-에너지분산형분석기 측정 조건

주사전자현미경 실험은 JEOL JSM-6610LV를 이용하여 시료에 아무런 처리 없이 측정을 진

행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는 25 kV에서 working distance 12 mm로 2,000배로 확

대하여 측정되었다.

③ Zr 시료 특성 평가 결과

㉮ 라만 스펙트럼 분석 (그림 3-3-68)

Zr 시료의 Raman 스펙트럼에서는 어떠한 뚜렷한 피크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

㉯ 주사전자현미경-에너지분산형분석기 이미지 비교 (그림 3-3-69)

Zr 시료의 표면 이미지 및 성분 원소 분석을 진행하였고, 표면 이미지상 polishing에 의한 

스크래치가 관찰되며, Zr 원소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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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8. Raman spectrum of polished Zr sample. 

Fig. 3-3-69. SEM image (×2,000) 

obtained from polished Zr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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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1-yGdyO2 혼합 펠릿과 Zr 시료의 계면에서의 고온 화학 반응 평가

① 고온 화학 반응을 위한 U1-yGdyO2/Zr 시료 준비

U1-yGdyO2/Zr 시료는 Zr 시료 위에 U1-yGdyO2 펠릿을 올려놓음으로서 물리적으로 접촉하

게 하여 준비하였다 (그림 3-3-70).

② 고온 진행 장비 및 가열 조건

U1-yGdyO2/Zr 시료의 고온 처리를 위하여 XRD에 장착되어 있는 고진공이 잡혀있는 고온 

챔버를 이용하였다 (그림 3-3-71). 고진공 상태에서 U1-yGdyO2/Zr 시료를 가열함으로서 공기

중 산소에 의한 시료의 산화 및 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였다. 고진공 챔버속 1.0 × 10-6 

torr 이하의 base pressure에서 U1-yGdyO2/Zr 시료를 300, 700, 1200℃에서 10분 동안 가

열하였다. U1-yGdyO2/Zr 시료에 열전달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하여 가열 속도를 30 ℃/min

로 설정하여 온도를 올렸다. 고진공에서 U1-yGdyO2/Zr 시료의 가열 반응 진행 후 다양한 표

면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시료의 계면사이에서의 고온 화학 반응 연구를 진행하였다.

③ U1-yGdyO2/Zr 시료 고온 계면 특성 평가 진행 조건

㉮ 엑스선 회절분석기 측정 조건

엑스선 회절은 BRUKER-AXS D8 ADVANCE 장비로 Cu Kα  X-ray 소스(40 kV - 40 

m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θ를 20°에서 120° 까지 0.02°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간격별 

측정시간은 0.1 초로 설정하였다. 측정한 XRD 데이터를 BRUKER사의 TOP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awley refinement 방법으로 lattice parameter을 계산하였다.

㉯ 라만 측정 조건

라만 스펙트럼은 632.8 nm 파장의 He-Ne 레이저를 이용하여 SR500i Raman 

spectrometer으로 측정하였다. 레이저빔을 50% uncoated-objective 렌즈를 사용하여 

focus하였다.

㉰ 주사전자현미경-에너지분산형분석기 측정 조건

주사전자현미경 실험은 Oxford Instruments 에너지분산형 분석기가 장착된 JEOL 

JSM-6610LV를 이용하여 시료에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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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0. Optical images of U1-yGdyO2/Zr samples, which are 

physically contacted between U1-yGdyO2 pelltes and Zr samples. 

 

Fig. 3-3-71. High temperature chamber for heating of 

U1-yGdyO2/Zr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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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U1-yGdyO2/Zr 시료 고온 계면 반응 평가 결과

㉮ U1-yNdyO2/Zr 시료 고온 화학반응 결과

300℃ 고온 처리 후 U1-yGdyO2 시료는 가열 전 시료와 동일하게 검은색을 유지하는 반면

에, Zr 시료는 은색 및 부분적으로 갈씩을 띄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3-72). 700℃ 고온 

처리 후 U1-yGdyO2 펠릿과 Zr 시료는 300℃ 고온 처리 후의 시료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인 

것을 관찰하였다. 1200℃ 고온 처리를 진행한 U1-yGdyO2/Zr 시료 중에서 U0.98Gd0.02O2/Zr와 

U0.94Gd0.06O2/Zr의 시료에서는 고온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UO2/Zr와 

U0.90Gd0.10O2/Zr의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U1-yGdyO2 펠릿은 검은색을 띄며 Zr 시료

는 갈색을 띄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3-3-73).

㉯ 엑스선 회절분석기 데이터 분석

300, 700 및 1200 ℃에서 측정한 XRD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Pawley refinement 방법으

로 UO2, U0.98Gd0.02O2, U0.94Gd0.06O2, U0.90Gd0.10O2 펠릿의 lattice parameter를 계산하였

으며, 시료 내에 Gd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 lattice constant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3-74).

㉰ 라만 측정 조건

300, 700 및 1200 ℃에서 Zr과 함께 가열한 UO2, U0.98Gd0.02O2, U0.94Gd0.06O2, 

U0.90Gd0.10O2 펠릿 모두에서 UO2의 T2g 진동모드와 관련 있는 피크가 445 cm-1에서 관찰되

며, defect에 의해 selection rule이 깨져서 나타나는 피크가 500 - 650 cm-1 근처에서 광

범위하게 나타나고, 1150 cm-1에서 UO2의 2L-O에 의해 발생하는 피크도 확인할 수 있었다. 

Gd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Raman 스펙트럼에서 UO2의 T2g 및 2L-O 관련 피크의 세기는 작

아지고 defect 관련 피크의 세기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75). 300, 700 

및 1200 ℃에서 U1-yGdyO2 펠릿과 가열한 모든 Zr 시료의 Raman 스펙트럼을 확인해보면 

어떠한 의미 있는 피크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림 3-3-76).

㉱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 비교

300, 700 및 1200 ℃에서 Zr과 함께 가열한 U1-yGdyO2 펠릿 시료의 표면 이미지를 확인

하였으며, U1-yGdyO2 펠릿간의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는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77).

300, 700 및 1200 ℃에서 U1-yGdyO2 펠릿과 가열한 Zr 시료의 표면 이미지를 관찰하였

고, Zr 시료간의 주사전자현미경가 비슷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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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2. Optical images of samples after annealing of 

(a) UO2 with (e) Zr, (b) U0.98Gd0.02O2, with (f) Zr, and (c) 

U0.98Gd0.02O2, with (g) Zr and (d) U0.90Gd0.10O2, with (h) Zr at 

300℃.  

Fig. 3-3-73. Optical images of 

samples after annealing of (a) 

UO2 with (c) Zr and (b) 

U0.90Gd0.10O2, with (d) Zr at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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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4. Raman spectra of U1-yGdyO2 

pellets after annealing of U1-yGdyO2/Zr samples 

at 300, 700, and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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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5. Raman spectra of Zr samples after 

annealing of U1-yGdyO2/Zr samples at 300, 700, 

and 1200 ℃.  



- 173 -

Fig. 3-3-76. Lattice parameters for U1-yGdyO2 

pellets after annealing of U1-yGdyO2/Zr samples at 

300, 700, and 1200 ℃ as a function of the molar 

fraction of Gd (y). Black line represents fitting 

curve evaluated from calculated lattic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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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7. SEM images (×2,000) obtained from U1-yGdyO2 pellets after 

annealing of U1-yGdyO2/Zr samples at 300, 700, and 1200 ℃. 

Fig. 3-3-78. SEM images (×2,000) obtained from Zr samples after annealing of 

U1-yGdyO2/Zr samples at 300, 700, and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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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개발성과

1. 국부핵종 분포 정밀측정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

레이저용발시스템과 HR-ICP-MS을 결합하여 국부핵종분포 정밀 측정시스템 구축하였고, 표

준물질 및 연구로용 핵연료의 동위원소 분포를 분석하고 분석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조사핵연

료 국부 핵종 분포 측정용 차폐 시스템을 구축 및 최적화하였고, 탈용매화장치 도입 후 최적

화하여 소량의 시료로도 높은 ICP-MS 감도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차폐 레

이저용발시스템을 설치하여 차폐 LA-ICP-MS 시스템 구축해, 방사성 고체시료의 동위원소 분

포 정밀 측정을 위한 기반을 완성하였다.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논문 게재(‘17.4), 고방사성 시료의 레이저 용발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을 위한 샘플챔버 디자인 특허 등록(‘18.4), 조사핵연료 핵종 국부

분포 측정용 차폐 시스템 구축 및 감도 증폭용 탈용매화장치 도입 (‘18.5)과 같은 기술적 성과

를 얻었다.

2. 핵연료 고온 분석 장비 구축과 금속핵연료 고온거동 측정법 및 해석기법 개발

X-ray 회절법에 실시간 고온 거동 측정 장비를 접목하여, 고온에서 핵연료의 구조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Zr 금속 시료와 금속핵연료 및 W 금속 

heating strip의 고온 실시간 XRD 결과들을 통해서, 고온 회절 패턴 해석 기술에 대한 절차

를 확립하였으며, 온도 변화에 따른 상변화 모니터링 기술을 확보하였다.

고온 분석 장치 구축 (‘17.10) 및 사용 절차 확보(‘18.5) 금속핵연료 고온 거동 측정 및 해

석 기술 개발 기술보고서(‘18.11)과 같은 기술적 성과를 얻었다. 

3. 고용성분 핵종 산화수 및 혼입농도에 따른 핵연료 계면 특성/거동 연구

XRD, Raman, SEM 등 표면 분석 장비를 이용한 혼입 고용성분 산화수와 혼입농도에 따른 

UO2의 구조 변화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이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실험 방법 또한 

확립하였다. 전체적으로 4가 고용성분의 UO2 격자구조 변화에 대한 영향은 미비한 것에 비해

서, 전하균형을 발생하는 3가 고용성분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가 고용성분이 전

기화학적 침출 및 산화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혼입농도가 증가할수록 그 영향이 커짐을 밝

혔다. 고용성 핵종이 핵연료/계면과의 고온 화학반응에 미치는 영향 또한 평가하였다.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논문 게재(‘17.4), 고체 시료의 전기화학분석을 위한 착탈

식 전극 디자인 특허 등록(‘17.8), Electrochimica Acta 논문 2편 게재(‘17.9), 핵연료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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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로-라만분광 측정을 위한 샘플 홀더 디자인 특허 출원(‘17.10), Journal of 

Radioanalytical Nuclear Chemistry 논문 게재(‘18.4),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논

문 게재(‘18.6)와 같은 기술적 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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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에 대한 목표달성도는 표 4-1-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으며, 각 연구 분야에 대한 

목표달성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번호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

1

조사핵연료 핵종 국부분
포 정밀측정시스템 구축
-레이저 용발 (LA) 장비
와  HR-ICP-MS 융합 
성능 평가 자료 생산

  

LA-ICP-MS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기존 장비와 대비하
여  측정감도를 60배 정도 향상시켰음.
최적조건에서 표준물질 SRM-612의 측정을 통하여,  86Sr/238U, 
88Sr/238U, 139La/238U, 232Th/238U에 원소비의 측정정밀도(RSD)
를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시킴으로서 분석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켰음.
차폐 LA시스템의 핵심부분인 실제 조사핵연료 분석을 위한 샘
플 홀더를 개발함.

100

2

핵연료 고온 화학거동 분
석장비 구축 및 최적화
-XRD 연계 핵연료 고온 
화학거동 분석 장비 도
입 및 구축

-핵연료 고온 화학거동 
분석 장비 성능 최적화 
자료 생산

25  2300℃의 온도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가열 가능한 XRD
연계 고온분석장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음.
 고온 분석 장비의 성능 평가 및 최적화를 위하여,  MgO 고체
시료를 선정하여, 온도별 XRD 패턴을 실시간 측정하였으며 온
도에 따른 MgO의 XRD 패턴의 변화가 명확히 관측됨을 확인
하였음.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온 분석 장비의 성능을 확인
하였고, 장비의 최적화도 완료 되었음을 확인함.

100

3

고용성분 산화수에 따른 
핵연료 계면 특성 평가
-산화수에 따른 핵연료 
표면, 구조 특성 평가 자
료생산

-고용성분 혼입 UO2/피
복관 계면 반응 연구 자
료

3가와 4가의 대표성분으로서 Nd3+ 또는 Zr4+, Th4+를 선정하여 
핵연료 표면 및 구조에 대한 특성 평가자료를 확보하였음.
특히, XRD 분석 및 해석 기법을 통해 혼입 고용성분과 농도에 
따른 격자구조 상수에 대한 측정 자료 및 해석 자료를 확보하였
음.
U1-yNdyO2 펠릿 시료와 모사 피복관 Zr과의 고온 계면 특성 연
구를 위해 Nd 함량이 0, 2, 6 mol%인 U1-yNdyO2 펠릿을 제
조 후 Zr과의 고온 반응 전후의 표면 특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
하였음 

100

4

조사핵연료 국부핵종 분
포 측정용 차폐 
LA-ICP-MS  시스템 최
적화
-표준물을 이용한 LA- 
ICP-MS 분석 실증 자료
생산

신규 HR-ICP-MS와 결합되어 있는 글러브박스를 방사성 시료
의 사용을 고려한 차폐 설계를 반영하여 설치 구축 완료
ICP-MS 분석의 측정감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탈용매화장치를 
도입하였고 최적화 과정을 통해 측정 감도가 약 8.6배 증가함을 
확인함
LA용 차폐글러브박스 내에 고방사성 시료에 대한 레이저 용발 
질량분석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샘플 챔버를 제작
함. 제작된 샘플 챔버는 기존 챔버 디자인 갖고 있던 어려운 밀
폐 과정 및 복잡한 부대 장치 설치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함

100

5
금속핵연료 고온 거동 측
정 및 해석기술 개발

금속핵연료 고온 거동 측정 및 해석 기술 개발을 위하여 기보유 
XRD에 고온 분석 장비 구축하는 절차를 확보함

100

Table 4-1-1. Research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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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부핵종 분포 정밀측정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특성평가 분야의 핵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대상의 구

국부핵종 분포 정밀측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 노화장비를 대체한 신규 고분해능(High  

ICP-MS를 도입하였다. 상용 레이저용발 (Laser ablation, LA)장치와 결합하여 조사전 핵연

료 국부핵종 분포 정밀 측정시스템인 LA-ICP-MS를 구축하였다. 측정 조건 최적화 후 

In-115를 기준으로 노후 ICP-MS장비에 비하여 약 60배의 성능 향상을 보여줌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감도 성능향상은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통한 분석을 진행시 분석에 필요한 사용후

핵연료의 최소량을  설정하고 분석과정에서 야기할 수 있는 2차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

술이다. 표준물인 SRM 612 glass를 활용하여 86Sr/238U, 88Sr/238U, 139La/238U, 232Th/238U에 

대한 모든 element ratio가 2.96 ~ 3.96 %RSD 값으로 매우 균일하게 나타났음올 확인하였

으며 새로 구축한 시스템에서의 분석조건이 최적화가 됐음을 확인하였다.

조사핵연료 국부 핵종 분포 측정용 차폐 LA-ICP-MS 시스템의 안전성 및 성능을 향상시켰

다. 1차년에서 구축한 신규 HR-ICP-MS와 결합되어 있는 글러브박스를 방사성 시료의 사용

을 고려한 차폐 설계를 반영하여 설치 구축하였다. 1차년도에서 진행한 측정감도 향상의 후속

으로 ICP-MS 분석의 측정감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탈용매화장치를 도입하였고 최적화 과정

을 통해 기존 HR-ICP-MS에 탈용매화장치를 이용하면 약 측정 감도가 약 8.6배 증가함을 확

-고온 회절 패턴 해석 기
술 절차서
-온도에 따른 상변화 모
니터링 기술 확보

Zr 금속 시료를 활용하여 고온 분석 장비 셋팅 절차, 고온 분석 
장비 z축 alignment 절차, 고온 분석 장비 측정 프로그래밍 방
법을 최적화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함.
고온 회절 패턴 해석 기술에 대한 절차를 확립하였고, 온도 변
화에 따른 상변화 모니터링 기술을 확보함.

6

고용성분 및 혼입농도에 
따른 핵연료 계면 거동 
연구
-고용성 핵종 혼입 UO2 
내 혼입농도에 따른 표
면, 구조 특성 평가 자료

-피복관과의 고온 화학반
응 비교 연구 자료

SEM-EDS분석을 통해  3가 고용성분 혼입 핵연료는 도메인 크
기가 혼입농도에 비례하여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반면 4
가 고용성분 농도에 대해 변화하지 않는 경향성을 가짐을 실험
적으로 확인함.
라만 분석법을 통해 3가 고용성분 혼입 핵연료는 혼입 농도가 
증가할수록 oxygen vacancy에 의한 격자 뒤틀림이 발생하고, 
이 구조 변화가 라만스펙트럼 상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4가 (Th)의 경우 혼입농도가 증가하여도 UO2와 차이점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함.
Zr4+의 경우에는 UO2 구조와는 다른 ZrO8 타입의 complex가 
형성됨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으며 First-principles DFT 
calculation을 이용한 시뮬레이션도 병행하였음
(U,Nd)O2/Zr 금속에 대한 고온 계면 화학 반응 연구를 통해 
고온으로 갈수록 (U,Nd)O2 펠릿에서 Zr이 검출됨을 확인하였으
며, Zr이 ZrO2로 산화됨을 확인함.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혼입
농도의 Gd 혼입 UO2 시료를 제조하여 계면 반응 특성을 평가
하였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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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또한, LA용 차폐글러브박스 내에 레이저용발시스템과 샘플스테이지를 구축하였다. 

고방사성 시료에 대한 레이저 용발 질량분석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샘플 챔버를 

새로이 제작하였다. 제작된 샘플 챔버는 기존 챔버 디자인 갖고 있던 어려운 밀폐 과정 및 복

잡한 부대 장치 설치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종합적으로, 국부핵종 분포 정밀측정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를 통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측

정감도와 동위원소비 측정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고방사성 시료를 위한 샘플 챔버를 새롭게 

개발함으로써 향후, 실제 조사핵연료를 활용한 실험 진행시 실험자의 피폭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뢰성 높은 분석 자료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기술은 사용후

핵연료의 특성평가 분야의 핵심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제2절 핵연료 고온 분석 장비 구축과 금속핵연료 고온거동 측정법 및 
해석기법 개발

핵연료 고온 화학거동 분석 장비 구축을 위해 PWR 핵연료의 운영조건과 중대사고시 코륨

생성까지 구현가능한 온도범위를 고려하여 2000 ℃ 이상에서도 안정적으로 가열가능한 

Anton Paar HTK 2000N (Bruker, Germany) 고온 분석 장비를 기존 XRD 장비와 연계하

여 설치하였다. 장비의 성능 평가 및 최적화는 온도에 따라 피크의 이동이 잘 관찰되는 MgO

를 이용하여 실시간 XRD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100~1000℃ 영역에서 실시간으로 XRD 피크

의 이동이 관측됨을 확인함으로써 고온 분석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고 최적화도 잘 진행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속핵연료 고온 거동 측정 및 해석 기술 개발을 위하여 기보유 XRD에 고온 분석 장비 

구축하는 절차를 확보하였다. 금속핵연료 및 핵연료/피복관 고온거동의 핵심재료인 Zr 금속 

시료를 활용하여 고온 분석 장비 셋팅 절차, 고온 분석 장비 z축 alignment 절차, 고온 분석 

장비 측정 프로그래밍 방법을 최적화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Zr 금속 시료 및 W 금속 heating strip의 고온 실시간 XRD 결과들을 통해서, 고온 회절 패

턴 해석 기술에 대한 절차를 확립하였고, 온도 변화에 따른 상변화 모니터링 기술을 확보하였

다.

XRD 연계 실시간 고온분석장비를 이용한 핵연료의 고온 화학거동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연구 분야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몇 몇 연구진만이 수행하고 있는 첨단 연구분

야이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계산/이론화학과의 접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다면 본 

과제수행을 통해 관련 연구분야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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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고용성분 핵종 산화수 및 혼입농도에 따른 핵연료 계면 특성/거
동 연구

고용성분 산화수 및 혼입농도에 따른 핵연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평가를 위해 3가 고용성

분을 함유한 (U,Nd)O2 펠릿과 4가 고용성분이 함유된 (U,Th)O2, (U,Zr)O2 펠릿을 제조하였

으며 Gd3+ 혼입 펠릿을 이용한 이전의 연구수행 결과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 제조한 펠

릿들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비교하였다. 엑스선 회절분석법을 이용하여 고용성분의 함량과 격

자상수 간 관계함수의 변화율을 통하여 3가, 4가 성분이 함유된 펠릿의 화학양론적 변화 정도

를 측정하였다. 고용성분의 이온 반경과 산화수에 따른 U5+의 생성유무에 따라서 구조격자상

수의 증감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고용성분 혼입양과 구조격자상수 사이의 선형 관계

를 역이용하여 핵연료 내 고용성분의 정성 및 정량 분석을 할 수 있는 비파괴적 분석방법으로

써 정립시킬 수 있는 기본 DB 자료를 확보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분석을 통해 3가 고용성분인 Nd3+ 또는 Gd3+를 혼입한 펠렛의 표면 구조는 

도메인의 크기가 수 십 부터 수 백 nm 수준으로 급격히 작아지면서 이로 인한 grain 

boundary의 분포가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가 고용성분 Th4+ 또는 Zr4+를 혼

입한 펠릿의 경우는 도메인의 크기와 다각형 형태를 유지하고 변화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였

다. 다만, Zr4+을 도핑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도메인의 크기가 수 ㎛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

다. 도메인 구조의 크기 변화는 구조격자상수 변화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고용성

분의 산화수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oxygen vacancy의 유무가 도메인의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혼입 고용성분의 산화수에 따른 도메인 구조의 

크기 및 grain boundary의 분포는 핵연료 펠릿의 전기전도도 및 열전도도와 같은 물리적 성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4-probe 표면 저항 측정기를 이용해 펠릿의 표면 저항

을 측정하여 전기전도도(σ, S/cm)를 분석한 결과 고용성분의 산화수에 따라 핵연료의 전기전

도도 특성에 뚜렷한 차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만분석을 통해 3가 고용성분 혼입 핵연료는 혼입 농도가 증가할수록 445 cm-1 영역의 

T2g U-O stretching 피크와 1150 cm-1 영역의 2 L-O phonon 피크들의 세기가 UO2보다 

매우 작아지고 500-650 cm-1 영역의 밴드의 세기는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3가 성분

의 도입으로 인해 깨지는 전하균형 (charge balance)를 맞추기 위하여 산소결핍이 필연적이

기에, oxygen vacancy에 의한 격자 뒤틀림이 발생하고, 이 구조 변화가 라만스펙트럼 상 

500-650 cm-1 영역의 밴드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4가 고용성분 혼입 

(U,Th)O2 펠릿의 경우 Th의 혼입농도가 증가하여도 UO2와 차이점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

였다. Zr4+의 경우에는 U4+보다 이온반경 크기가 작으며, UO2 구조와는 다른 ZrO8 타입의 

complex가 형성됨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으며 실험결과를 모사하기 위하여 First-principles 

DFT calculation을 이용한 시뮬레이션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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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축된 회전 원반 전극 시스템(Rotating disk electrode system)을 사용하여 0.1 M 

NaClO4 solution 또는 0.1 M NaCl의 바탕용액에 0.01 M의 탄산염을 함유한 전해 수용액

에서 전기화학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전류밀도의 스케일이 3가 고용성분을 혼입한 

펠릿의 전류밀도가 4가 고용성분 펠릿에 비해 더 큼을 확인하였다. 또한 3가 고용성분 혼입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류량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핵연료의 산화/침출 거

동이 시작되는 표면산화(약 0.3 V에서 시작)의 전압영역에서 전기화학반응을 살펴보면, 4가 

고형성분이 혼입된 UO2는 혼입농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3가 고형성분이 혼입된 경

우에는 혼입농도에 따른 변화가 매우 큼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단계에서 수행된 고용성분 핵종 산화수 및 혼입농도에 따른 핵연료 계면 특성/거동 

연구는 세계적으로 관련분야를 선도하는 그룹에 속하며 원자력관련 최고수준의 논문에 지속적

으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Western 대학의 Shoesmith 교수 연구팀, ITU 

연구진과의 지속적인 연구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첨단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

다. 또한 본 연구분야는 향후, 진행될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안전성을 평가하는 안전성평가자료

의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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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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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 성과들은 종합적으로 보면 조사핵연료 연구에 필요한 고방사성 취급 기술로 후행핵

연료주기의 완성을 위한 핵심 기술에 해당하며, 이러한 기술들은 추후 진행될 원자력 산업현

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단계에서는 조사핵연료의 국부 연소도/핵종분포 특성 자

료를 확보하여 향후 진행될 사용후핵연료의 재순환, 운반/수송, 중간저장, 처분관련 인허가에 

필요로 하는 자료 요구에 대처하며, 적재적시에 제공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조사핵연료

의 연소도/국부연소도 자료를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현재 개발 진행 중인 다양한 차세

대 핵연료 운영조건에서의 고온 거동 및 계면거동 연구를 통하여 차세대 핵연료 개발에 기여

할 것이다. 분석기술의 국산화 및 개발된 분석방법의 신뢰성 평가를 통하여 한국형 표준화 분

석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원자력 산업전반에서 필요로 하는 화학측정 요구에 대처하며 관련 기

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측정된 국부핵종 분포 정밀측정 시스템은 핵연료의 화학적 연소 특성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 

생산에 기여할 것이며, 파이로 공정 방사성 고체 시료의 분석 및 처분과도 연계하여 관련 자

료 생산에 활용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핵연료의 안전성 및 건전성 관련 인허가 자료로 사용

될 조사핵연료의 핵종 분포 및 국부연소특성 자료를 다양하게 생산할 것이다.  차폐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ICP-MS를 이용한 조사핵연료 핵종 분석이 가능하며, 측정된 자료는 핵종 국부

분포 측정 자료와 교차 비교에 이용할 것이다. 탈용매화장치를 도입함으로서 소량의 방사성시

료를 사용하여 실험자의 피폭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장기 분석 연구를 진행 할것이다. 정

밀분석 가능 LA-ICP-MS 분석을 위한 고방사성 시료 샘플챔버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레이저 

용발 중 피복에 대한 실험자 안전성 확보 및 향후 유사 분석분야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사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허가 자료인 파괴분석 기반의 연

소도 및 핵종분포 측정에 활용할 예정이며, 생성된 자료는 사용후핵연료의 특성평가 및 안전

성 평가자료로 활용 예정이다.

고온에서  실시간으로 핵연료의 거동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종류의 핵연료에 대한 

건전성 관련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현재 개발 진행 중인 금속핵연료의 고온 거동 측정 

및 해석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차세대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자료 또한 생산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환경에서의 온도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의 구조적 특성변

화를 연구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다른 세부연구 목표인 고온에서 고용성 핵종이 핵연료/계면과의 화학반응에 미치는 영향성

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지하처분을 고려할 시 

예상되는 핵연료 표면의 부식 및 산화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표면구조자료도 사

용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특성 평가 자료와 연계하여 각 고용성분의 영향을 체계화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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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실제 사용후핵연료의 화학거동을 설명할 수 있는 모의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본 연구단계에서 도출한 전기화학 거동 자료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환경의 장기진화에 따

른 침출거동 현상을 이해하는 핵심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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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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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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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 수행, 국외출장이나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해 해외에서 수집한 과학

기술정보 및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경쟁기관 현황

 ICP-MS를 활용한 연소도 측정기술 (INL, 미국):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TIMS를 이용한 

기존의 연소도 측정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ICP-MS를 활용한 연소도 측정 기술을 개

발하고 있고, ICP-MS 방법의 불확도 평가를 수행 중에 있음.

 조사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방출 특성 연구 (ITU, EU): 고체 조사핵연료 매질 내에서의 다

양한 핵분열생성물들의 상 거동, 이동 특성, 방출 거동 등에 대하여 분광학, 결정학, 계산화학 

등 고체화학적 분석 및 자료해석 기술을 활용하여 원자수준, 분자수준, 그리고 거시적 물성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거동의 이해를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 중임. 

 사용후핵연료 장기 저장 안정성 연구 (CEA, 프랑스; Standford대학, 미국; Western대학, 

캐나다):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라 생성되는 다양한 핵종 및 화합물에 대한 공간적 분포 

특성과 화학적 거동 특성에 대하여 연구 중이며, 초기 즉시 방출되는 휘발성 핵종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장기적인 방출 특성에 대한 연구와 고방사선 환경에서의 물의 분

해에 의한 영향성 평가 연구가 수행 중임.

 조사핵연료 매질에서의 초기 즉시 방출 특성 연구(Posiva, 핀란드; ITU, EU): 2012년에

서 2014년 사이 유럽 10개국의 사용후핵연료 연구기관들이 모여 일명 FIRST-Nuclides라고 

하는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사용후핵연료 내 즉각적 방출핵종에 대한 분석결과를 DB 구

축하였음.

 사용후핵연료 동위원소비 조성 DB 구축 (OECD/NEA; ORNL, 미국): OECD/NEA에서는 

2001년 이후 Spent Fuel Isotopic Composition Database (SFCOMPO)라는 DB를 구축하

여 운영해왔으며, 2012년부터는 미국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ORNL)과 협동으로 

SFCOMPO DB를 대폭 확대하고 2014년 온라인으로 발표하여 조사핵연료의 조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식재산권 현황

 국외 연구기관에서 사용되는 LA-ICP-MS, XRD, XPS, 라만분광학 및 전기화학 측정 장

치 등은 각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장비들이기 때문에 측정 방법 자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많

지 않음. 대신 방사성시료를 다루기 위한 샘플 홀더, 전극 같은 세부 장치 제작에 대한 특허

가 출원되었음. Studsvik 같은 경우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용발시키기 위한 전용 차폐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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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ation 장치를 개발하였음.

 2000년 초반에 ITU에서는 조사핵연료 측정에 최적화된 micro-XRD를 도입하기 위해 

XRD용 micro beam collimator를 개발하여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 특허를 등

록하였음. 최근에는 조사핵연료 측정에 더욱 최적화된 개량형 micro beam collimator를 개

발 중에 있음.

 조사핵연료 고체 표면 분석을 위한 차폐형 SEM 검출기 개발에 대한 특허가 Euratom에 

의해 1980년대에 등록되었음. 최근에는 상용화된 JEOL 및 Cameca사의 차폐형 SEM 및 

EPMA 장비를 이용하여 조사핵연료의 표면 분석이 진행되고 있음.

 1970년대부터 우라늄 함량을 정량하기 위한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특허들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임. 최근에는 Areva Nc에서 spectrophotometry를 이용하여 우라늄 농

도를 측정 방법을 개발하여 특허 등록한 상태임.

□표준화 현황

 조사핵연료 연소도 및 국부핵종분포 분석 기술: 조사핵연료 연소도 측정을 위해 1960년

대 후반에 USAEC에서 개발한 Nd-148 방법이 현재까지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ASTM 절차서로 표준화 되어 있음. 이 외에, Cs-137 및 La-139를 이용한 연소도 측

정 방법도 알려져 있음. 

 스웨덴의 Studsvik 에서는 LA-ICP-MS를 이용하여 조사핵연료의 동위원소 비를 축방향

과 원주방향으로 측정 비교하여 측정값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갖췄으며, 피복관의 Li 농

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음. 그러나 시료의 정량분석을 위한 표줄물질 및 표준화 방법은 계

속 진행 중임. 또한 미국 INL에서는 여러 핵종을 동시에 분석하는 HR-ICP-MS로 측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소도를 구하는 방법을 확립함. 그러나 표준화 되려면 추가 검증이 필요

함.   

 핵연료 고체화학 특성 규명 및 고온거동 연구: 고체 표면 분석을 위한 국제적으로 인증되

어 있는 인증표준물질 및 절차가 없기 때문에, 고체 표면 분석기술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세계

적으로 인증표준기관들의 참여하에 국제 공동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태임.

 고용성분 혼입 핵연료 계면 특성 및 거동 연구: 국외에서도 고용성분 혼입 핵연료의 계면 

특성 및 거동 연구의 표준화는 수행된 바 없음. XRD, XPS, 라만 분광학 및 전기화학을 이용

하여 측정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표면 구족 분석, 핵종의 산화수 정보, 산화/환원 특

성을 파악하는 현황임. 국내보다는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Am, Pu 같은 방사성 핵종

을 포함한 모의 핵연료 물질을 이용한 연구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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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과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등급으로 분류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음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됨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 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됨

-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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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연구장비의 구축 및 활용 결과

2017년 핵연료 고온 분석 장비 구축을 위한 장비로 Anton Paar HTK 2000N을 구입 및 

설치하였다. 장비를 이용한 결과는 본 보고서 3장 제2절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장비의 상세내

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장비명 : High temperature analysis system combined with XRD

- 규격(모델명) : HTK 2000 N t-chamber and controller up to 2300

- 구입연월일(취득일) : 2017-10-30  

- 설치장소 : 화학특성동 310호 D8 Advance 내부

- 자산번호 : J20-17-4305

- NTIS 등록번호 : NFEC-2017-12-24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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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조사핵연료 고체화학 특성 규명 연구’ 과제  수행 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

    - 가스   누출 : 수소, 질소, 알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가스 사용

    - 전기   누전 : 전기로와 같은 고온 장비를 비롯한 다양한 장비 취급 

    - 방사선 노출 : 고방사성 물질인 사용후핵연료 취급

    - 화학   독성 : 강산, 강알칼리 등 유독성 화학약품 취급

    - 화상 위험 : 고온 장비의 사용에 따른 위험 요소

○ 연구과제의 안전관리 대책

  ■ 연구실 안전시설 장비 구비

    - 가 스 류 : 가스실린더는 건물 외부의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수소 사용의 경우 후드 

내에 가스가 찰 경우 자동으로 공급이 중단되도록 가스감지기 및 자동 밸

브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 전기장비 : 주전원 공급장치에 break 설치하고 각종장비를 접지한다.

    - 방 사 선 : 방사선차폐 이송장치 확보, 차폐 글러브박스 설치, 글러브박스 내 음압 

유지, 방사선 계측기 확보하여 실험실 배치한다. 

    - 화학독성 : 흄후드나 글러브박스 사용, 작업자의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 기    타 : 소화기 비치, 장갑이나 일회용 작업복,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사용한다.   

  ■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 화학실험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부서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

전교육(1회/월)에 과제원이 참여한다.

    - 실험실별 특수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실험 전 참여원에게 별

도의 교육을 통해 숙지시킨다. 또한, 안전관련 사항을 장비에 부착하여 항상 주의를 

환기시킨다.

  ■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원 산정지침에 따라 내부인건비의 1%를 산정하여 계상

하였다.

  ■ 연구원차원에서 위험성평가, 연구실안전정보망 구축, 화학물질관리, 실험실안전개선공

모사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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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 핵연료 고온 분석 장비 구축과 금속핵연료 고온거동 측정법 및 해석기법 개발, 고용성분의 산화

수 및 혼입 농도에 따른 핵연료 계면 특성/거동 연구를 세부 연구 주제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 성과들은 종합적으로 보면 조사핵연료 연구에 필요한 고방사성 취급 기술로 후행핵연료주기

의 완성을 위한 핵심 기술에 해당하며, 이러한 기술들은 추후 진행될 원자력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것으

로 예상한다. 다음단계에서는 조사핵연료의 국부 연소도/핵종분포 특성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진행될 

사용후핵연료의 재순환, 운반/수송, 중간저장, 처분관련 인허가에 필요로 하는 자료 요구에 대처하며, 

적재적시에 제공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조사핵연료의 연소도/국부연소도 자료를 생산 및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현재 개발 진행 중인 다양한 차세대 핵연료 운영조건에서의 고온 거동 및 계면거동 연구

를 통하여 차세대 핵연료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분석기술의 국산화 및 개발된 분석방법의 신뢰성 평가

를 통하여 한국형 표준화 분석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원자력 산업전반에서 필요로 하는 화학측정 요구에 

대처하며 관련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조사핵연료, 국부핵종분포, 고체화학, 고온화학거동, 계면화학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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