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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O2 microsphere particles, core material of HTGR(High Temperature Gas Reactor) nuclear fuel, were prepared using by the
GSP(Gel Supported Precipitation) method which is a modified-method of the wet sol-gel process. The spherical shape of initial liquid
ADU droplets from the vibration nozzle system was continuously kept till the conversion to the final UO2 microsphere. But the size
of a final UO2 microsphere was shrunken to about 25% of an initial ADU droplet size. Also, we found that the composition of dried-
ADU gel particles was constituted of the very complicated phases, coexisted the U=O, C-H, N-H, N-O, and O-H functional groups
by FT-IR. The important factors for obtain the no-crack UO2 microsphere during the thermal treatment processes must perfectly wash
out the remained-NH4NO3 within the ADU gel particle in washing process and the selections of an appropriate heating rate at a suitable
gas atmosphere, during the calcining of ADU gel particles, the reducing of UO3 particles, and the sintering of UO2 particl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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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발간된 “세계에너지 전망 보고서 2008”에

의하면 2015년경 유가는 현재의 2배 정도 상승하고, 2030

년까지 약 45% 정도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1)

 이러한 추세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면, 현재 주

로 사용되고 있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고갈과

함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산가스 배출량 증가로 지

구온난화 문제 등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토쿄의정서 발효로 탄산가스 배출량 규제와 탄소세 도입

등 경제적으로 큰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며,
2,3)

 이를 대체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미래의 청정에너지로 수소가스

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4,5)

 현재 국가에서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기치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정

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태양광이나 바이오, 풍력

등에 의한 에너지 생산에는 한계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하고 있으며, 원자력을 이용한 대량의 에너지 생산으로

이를 대체하려는 계획과 함께 고온가스로 원자로를 이용

해서 전력의 생산과 함께 대량의 수소를 생산하고자 하

는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고온가스로 원자로에 대한 연구는 이미 1970년대부터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6,7)

 화석연

료 사용의 편이성 등으로 인해 그 동안 에너지 사용 주

체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으로 이동되었고, 특히

1970~80년대에 미국의 TMI 사고와 구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등 원자력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미국을 비롯한 원

자력 선진국들에서 원자력연구가 하강곡선을 긋게 되자,

우리나라 역시 원자력연구가 침체기를 맞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에너지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대 등

으로 화석연료 자원의 고갈에 대한 우려, 화석연료 사용

에서 방출되는 탄산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청정 수소가

스 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등이 집중되면서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없

는 청정 가스인 수소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생각하게 되었

고, 원자력 분야의 고온가스로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하는

방안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게 되었다.
8)

고온가스로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수로(물

을 사용해서 원자로를 냉각)와는 달리 원자로에서 핵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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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생되는 고온의 열을 He 가스를 사용해서 냉각하는

가스냉각로 개념으로, 핵분열 물질로 우라늄 산화물을 핵

연료 물질로 이용하고 있으며, 핵연료를 구성하는 우라늄

산화물도 경수로나 중수로에서 사용하는 구조와는 근본

적으로 다른 개념을 적용하여 제조한다. 

일반적으로 고온가스로에서 사용되는 핵연료는 고온에

서 핵분열 생성물의 누출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TRISO(TRi-ISOtropic)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핵연료의 제

조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습식 화학공정인 sol-gel 공정을

변형한 GSP(Gel Supported Precipitation) 방법을 이용해서

구형의 우라늄화합물 액적을 제조하고, 이를 gel화 시킨

다음, 숙성, 세척, 고-액 분리 후 건조과정을 거쳐, 열처리

된 구형의 UO2 미세구입자의 표면에, 열분해 탄소(PyC,

Pyrolytic Carbon)와 SiC(Silicon Carbide)를 이용해서 다층

피복 (multi-coating)하여 TRISO라는 입자를 만들고, 이를

또다시 흑연(graphite)분말로 감싼, 다중 피복입자를 최종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UO2 미세구입자가 원자로 속에

서 핵분열이 발생되는 동안 발생되는 핵분열 생성물이 다

층의 피복층에 의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

종의 다중 방호개념을 갖는 매우 이상적인 핵연료를 사

용한다.
9,10)

본 연구에서 사용한 GSP 공정은 화학공정에서 많이 응

용하고 있는 sol-gel 방법을 변형한 형태로, 핵연료 원료

물질인 UN(Uranyl Nitrate)용액에 반응물질인 암모니아를

반응시켜 ADU(Ammonium Di-Uranate)라는 중간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료용액에 사전에 반응물질을 미량 첨

가하고 완전 혼합하여 sol 상태를 만든 후, 여기에 적절

한 유기물질을 먼저 첨가하여 구형액적을 만들고, 이를

반응물질과 최종 침전 반응시킴으로써 ADU 화합물 형태

로 gelation 반응을 완성시키고, 이를 후속 처리하는 방법

으로, 고온가스로 핵연료 제조공정에서는 1970년대부터

사용하던 방법이다. 

여기서 만들어진 구형 UO2 미세구입자를 기본으로 해

서 제조된 TRISO 형태의 피복입자는 고온가스로 원자로

로심의 형태에 따라 prismatic
11)
형태 혹은 pebble

12)
형태의

핵연료집합체로 가공되는데, TRISO 입자의 core 부분에

있는 구형의 UO2 미세구입자는 원자로 로심의 형태에 관

계없이 공통으로 사용되게 되고, 이 UO2 미세구입자의 물

성특성이 핵연료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이기 때문에, 핵연료부분 연구에서는 중요한 일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13,14)

본 연구에서는 동일 크기의 구형 UO2 미세구입자를 제

조하기 위해 GSP 공정을 이용해서 우라늄 원료용액을 사

전 전처리하여 중간화합물인 구형 ADU 화합물 액적제조,

제조된 액적을 숙성, 세척 및 건조시켜, 건조 ADU gel 입

자를 만들고, 이를 2단계로 열처리하여 최종적으로 구형

UO2 미세구입자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에서 제조

되는 중간물질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UO2 미세구입자 제조 단위공정 분석

고온가스로 핵연료 TRISO 입자 중 core 물질인 UO2 미

세구입자는 UN 용액을 원료물질로 해서 여기에 구형액

적 형성에 필요한 additives를 첨가하고, 이를 완전 혼합

한 후, 이 용액을 제조장치에 공급하여 구형액적을 제조

하고, 액적 속의 금속염 물질(우라늄화합물)과 gelation

column에 담겨있는 반응물(암모니아수 용액)과 화학 반응

시킴으로써, ADU gel이라는 우라늄화합물을 제조하게 된

다. 이렇게 제조된 우라늄화합물은, 제조방법에 따라 적

절한 후속 처리과정을 거쳐 고-액 분리 후 건조시킨 다음,

다단계의 열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형의 우라늄

산화물 미세구입자(UO2)를 얻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

다.
15)

 각 단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실험변수나 조업 특성

은 기 보고된 바와 같다.
16)

본 연구에서 진행된 구형 UO2 미세구입자 제조공정에

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화학 반응식과 조업특성은 아래

와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물질 흐름도를 간단히 Fig. 1

에 나타내었다. 

Fig. 1. Material flow diagram for UO2 kernel fabr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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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원료용액을 제조하는 과정 :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한 초기 원료물질로 UN(UO2(NO3)2) 용액을 사용하는 데,

이는 산화우라늄 분말(UO3, 혹은 U3O8)을 질산에 용해

3 U3O8+20 HNO3→9 UO2(NO3)2+10 H2O+2 NO 

-원료용액을 사전 전처리 하는 과정 : 상기 화학반응식

으로부터 제조된 UN 용액은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이를 구형액적 제조와 동시에 column에서 ADU gel 입자

로 용이하게 gelation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UN 용액을 전

처리하는 과정으로 

2 UO2(NO3)2+NH4OH→2 UO2(NO3)1.5(OH)0.5+NH4NO3

- Broth 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용액 혼합과정) :제조되는

액적을 구형으로 유지하기 위해 pre-neutralization된 UN

용액에 각종 유기첨가물을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의 원료

용액을 제조하는 과정

2 UO2(NO3)1.5(OH)0.5+NH4NO3+THFA+PVA+H2O

- ADU gel 입자를 제조하는 과정:상기 broth 용액이

nozzle이 부착된 진동기를 통해 균일한 크기와 구형을 갖

는 ADU형태의 액적 및 입자형태로 제조되는 과정으로,

숙성과정을 포함

[2 UO2(NO3)1.5(OH)0.5 + NH4NO3 + THFA + PVA + H2O] +

NH4OH→UO3·xNH3 ·yH2O+NH4NO3+H2O

- UO3로 배소시키는 과정 : 상기에서 제조된 건조 ADU

gel 입자를 배소로에서 분위기가스를 조절해서 열분해시

키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우라늄화합물이 우라늄산화

물로 변환

UO3·xNH3 ·yH2O+O2→2 UO3+2 H2O+NO

- UO2로 소결하는 과정 : 상기에서 제조된 UO3 입자를

환원 후 치밀화 (densification)시켜서, 최종 핵연료분말 특

성에 맞도록 소결하는 과정

UO3+H2→UO2+H2O 

3.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broth 용액을 제조하기 위해 핵연료물질

로 U3O8 분말을 진한 질산에 용해시켜 UN 용액을 제조하

고(상기 화학반응식 참조), 이 용액에 유기첨가물로 THFA

(TetraHydroFurfurylAlcohol)와 PVA(Poly Vinyl Alcohol)를

첨가하여 완전 혼합한 혼합용액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

조된 broth 용액은 구형액적 제조장치로 이송하여, 공기

로 가압하고 구형액적 제조에 알맞은 유량으로 vibration

nozzle system에 공급하여 동일 크기를 갖는 액체상태의

ADU 구형 액적을 제조한다. 동일한 크기와 구형상의 액

적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vibration nozzle system에 공급되

는 broth 용액의 유량과 진동기의 frequency를 정밀하게

제어하여야 한다.
17)

동일한 크기와 구형으로 제조된 broth 용액의 액적은 1

차적으로 공기층을 통과한 후 후속으로 이어지는 반응가

스층을 통과하면서 구형 액적표면에서 broth 용액 속의

uranyl ion(UO2
2+

)과 암모니아 가스로부터 암모늄이온(NH4
+

ion)과의 순간적인 반응에 의해 구형액적의 표면만 살짝

경화(solidification)되어 gelation column 내부의 암모니아

수 용액으로 들어가는데, 액적의 표면이 경화됨으로 인해

중력에 의해 낙하하면서 gelation column 내부의 암모니

아수 표면에서 입자의 변형(deformation)이나 파쇄를 방지

하는 역할을 한다.

표면이 약간 경화되어 떨어지는 구형 액적은 gelation

column속의 암모니아수 용액과 최종 반응하면서 액적의

표면만 경화되었던 액상상태의 ADU 화합물이 완전히 고

체상으로 반응이 완료되도록 숙성과정을 거친 후, 세척과

고-액 분리 및 건조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건조된 구

형의 ADU gel 입자가 얻어진다. 건조된 ADU gel 입자는

공기분위기에서 배소시킨 후,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소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구형의 UO2 미세구입자

가 제조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료물질로 1.8 mole-U/L의 UN 용액,

2800 c.P.를 갖는 PVA를 증류수에 희석한 용액, 99% 순

도의 THFA(Aldrich) 용액이 broth 용액 제조에 사용되었

으며, 숙성,세척,건조를 하나의 장치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AWD(Ageing/Washing/Drying) 장치를 이용해서 건

조 ADU-gel 입자를 만들고, 이를 공기분위기에서 ~600
o
C

까지 배소시켜 UO3로 변환시키고, 이를 ~1700
o
C까지 가

열하면서 수소가스 분위기에서 환원 및 소결시킴으로써

고밀도의 UO2 미세구입자를 얻었다. 

한편 상기에서 제조된 UN 용액의 우라늄 농도, NO3농

도, pH, 점도 등이 측정되어 실험변수로 활용되었고, 얻

어진 ADU, UO3 및 UO2 입자의 크기 및 구형도 등은

Streoscope로, 입자의 구성 성분은 FT-IR, 열분해 특성은

TG-DTA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미세구입자 제조특성

고온가스로 핵연료 TRISO 입자의 core 물질로 사용되

는 UO2 미세구입자를 제조하기 위해, 먼저 중간화합물 형

태인 구형 ADU 미세구입자를 제조하여야 한다. 이는 앞

서 언급한 우라늄산화물을 질산에 용해시켜 얻어진 UN

용액을 원료물질로, 여기에 각종 유기첨가물(이는 후속 열

처리과정에서 분해 제거됨에 따라 최종 UO2 미세구입자

의 불순물로 작용하지 않음)을 균일하게 혼합하여 broth

용액을 만들고, 이를 vibration nozzle system으로 공급함

으로써 원활하게 제조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경수로나

중수로에서 핵연료 중간물질로 사용되는 ADU 화합물은

고온가스로 핵연료 제조 중간물질로서의 ADU 화합물과

는 달리 UN 물질을 구성하는 UO2
2+ 
이온과 암모니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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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NH4
+
 이온과는 급격한 화학반응을 일으켜 소위

“ADU”라는 침전물을 형성하는데, 이 반응으로 생성되는

침전물의 형태는 구형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조

건에 따라 침상형이나 불규칙적인 모양의 입자들이 뭉쳐

져 있는 agglomerate 형태를 띠게 된다.
1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구형의 ADU gel 입자를

사용해서 UO2 미세구입자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상기에

서 언급한 UN 용액과 암모니아와의 직접 반응에 의한

ADU 침전물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sol-gel 개념

을 변형시킨 GSP 방법을 사용하는데, 원료용액 중의

UO2
2+
이온이 NH4

+
 이온과 반응하기 전에, 미리 유기첨가

물과 UN 용액에 혼합하여 구형을 만들게 되면, UO2
2+ 
이

온과 유기물이 섞여 이온간 network을 형성한 구형 미세

sol 형태가 강제적으로 만들어 지게 되는데, 이 용액(broth

용액)을 구형 액적으로 만든 다음, 이를 암모니아수 용액

에서 gelation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ADU gel 입자가 제

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용액상에서 양전하를 띠는 이온들은 물과

반응하면 가수분해되고 다른 배위그룹들과 반응하여 complex

compound를 형성한다. ADU 침전물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pH의 조건에 따라 여러 형태의 침전물이 얻어지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는데,
19)

 pH가 3.5 이하에서는 불완전한 침전

반응으로 UO3·2H2O가 주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본 연구에서의 경우 초기 broth 용액의 pH는 강 산성

을 나타내지만 후속 gelation 과정에서는 암모니아수의 영

향으로 pH가 강 알칼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기 ADU

침전물에 암모니아가 intrusion된 복합화합물이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기 ADU 침전과정 참조). 

본 연구에서 제조된 구형액적과 ADU gel 입자를 제조

하는 과정에서 각 단위공정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Fig. 2

에 나타내었다. 액적 제조에서 형성된 미세구 형태가 상

기 Fig. 1의 물질흐름도에서 최종 건조 ADU gel 입자까

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얻어진 미세구의 크기는 큰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이는

broth 용액 제조시 첨가되었던 유기첨가제들이 gelation 후

세척과정에서 ADU gel 입자를 형성한 후 wash out되면

서 gel 입자가 자체적으로 shrinkage되는 과정에서 발생되

는 현상이다. 

한편 gel 상태로 구성된 ADU 입자에는 매우 큰 결정

입자들과 pore들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상 매우 약

한 힘으로 구형을 이루고 있어서, ADU gel 입자를 제조

한 후 후속으로 진행되는 세척과정에서 ADU gel 입자 표

면의 leaching 혹은 erosion이 발생되어 열처리과정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또한 ADU gel 입자는 amorphous 형태

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불순물과의 반응으로

세척과정에서 이를 제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역시 ADU gel 입자 제조시 숙성과정 후 진

행되는 세척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며, ADU gel 입자 제조

시 반응부산물로 생성되는 화학 종을 완전 제거하는 것

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DU gel 입자는 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pH가 7 이

상인 경우 가장 안정한 상태로 알려진 UO3 ·0.67NH3 ·

3H2O가 주 조성인 침전물로 알려져 있다.
20)

 그러나 이 과

정에서 반응부산물로 형성된 NH4NO3가 ADU gel 입자에

포함되어 있고, ADU→UO3→UO2로 변환하는 단계에서,

여러 단계의 조성 변화를 거쳐 열분해 되는데, 170
o
C 이

상에서는 NH4NO3가 아래 화학반응식에서 보는 것처럼

비가역적 발열 분해에 의해 질소와 산소 기체를 발생시

킨다. 

NH4NO3→N2O+2H2O

그 후 200~350
o
C에서 UO3 ·0.67NH3 ·3H2O 조성 중에

H2O 및 NH3가 열분해에 의해 제거되지만, NH3중의 일부

는 UO3 격자 내로 trapping되어 UO3·xNH3 형태로 존재하고,

대부분의 우라늄 산화물은 UO3 ·2H2O, UO3 ·H2O, UO3 ·

0.5H2O 등의 수화물로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

조된 건조 ADU gel 입자의 열분해에서 얻어진 UO3 입자

는 대략 350
o
C 이하로 배소시킨 경우, 미량의 NH3와 H2O

가 함유된 UO3 산화물이 생성될 것으로 유추되기 때문에,

현재 외국에서는 배소온도를 이보다 높은 온도로 유지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350~400
o
C에서 고체 UO3 격자

내에 극 미량 존재하는 NH3가 열분해되어 제거되고, 순

수 UO3 산화물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Fig. 3은 ADU gel 입자 제조 및 UO2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Streoscope 현미

경으로 입자 크기를 측정한 후 그 크기를 초기에 만들어

진 구형 액적 크기를 기준으로 수축율로 변환하여 나타

낸 것으로, 독일의 NUKEM 공정에서 만들어진 입자의 수

축율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구형입자 제조 초기단계인

구형액적 제조, 숙성, 건조과정에서는 거의 동일한 크기

Fig. 2. Particle shapes obtained at processing steps ((a): liquid

droplets, (b) liquid-ADU, (c)Dried-ADU, (d) UO3, and

(e) U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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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어지고 있으나, 열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입자의

크기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독일 공정의 경우와 본 연구의 제조방법은 거의 유

사한 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원

료 용액인 broth 용액중의 우라늄 농도가 다름으로 기인

하는 현상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구형입자의 제조에는 직경 1Φmm의 원형노즐을 사용

한 경우로 실험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제조되는 초기 구

형액적의 크기는 이론적으로는 약 2 mm 부근을 나타낼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입자제조 초기단계인 dropping

과정에서 만들어진 액적 크기가 약 1850~1900 µm 부근을

나타낸 것은, 액적 제조 장치(vibration nozzle tip)를 떠날

때 측정한 크기가 아니라, 액적이 만들어지고 난 후 공기

층, 암모니아 가스 층 및 gelation column내의 암모니아수

용액과 접촉한 후 시료를 채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

을 경과하면서 액적에서 shrinkage가 일부 진행되었기 때

문이다. 

4.2. 미세구입자의 성분

UO2 미세구입자 제조시 중간화합물로 제조되는 ADU

gel 입자의 구형 모양은 최종 UO2 미세구입자의 구형도

로 그대로 전환된다. 그러나 화학적인 조성은 broth 용액

제조시 구형액적 형성을 위해 첨가되는 유기첨가물의 영

향으로, 제조된 ADU gel 입자의 성분은 매우 복잡할 것

으로 예측된다. 일반적으로 고온가스로 핵연료제조에 중

간물질로 사용되는 ADU gel 입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

럼 경수로나 중수로에서 사용되는 ADU 화합물과는 제조

방법(제조공정 포함)과 제조된 화합물의 형태 및 모양이

상이하다. 그러나 고온가스로 핵연료 제조시 중간물질로

만들어지는 ADU 화합물은 산과 알칼리의 화학반응에 의

한 직접적인 침전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료용액인

UN 용액을 사전 전처리, 유기첨가제 혼합하여 sol 형태

를 유지한 액적 제조, gelation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

면서, 결정성침전물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무정형

을 갖는 ADU 화합물을 제조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다양한 입자 크기를 갖는

구형 미세구입자의 제조가 가능하나, 우라늄화합물의 경

우 우라늄이 갖는 다양한 화학적 특성에 의해, ADU 화

합물 제조 전에 broth 용액을 사전 전처리하는 과정과 최

종 암모니아수와의 gelation 과정을 거치면서, 제조된 ADU

gel 입자의 물성 특성은 기존 경수로나 중수로 핵연료 중

간화합물 제조과정에서 만들어진 ADU 화합물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ADU gel 입자의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FT-IR을 분석하여 Fig. 4에 간단히 나타내었다. 파

장 3100~3400 cm
−1
에서 두 개의 broad한 peak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FT-IR 분석을 위해 분산제로 사용하는 KBr

이 수분을 흡수하여 나타내는 –OH에 의한 stretching

vibration과 함께,
21)

 제조된 ADU gel 입자가 가지고 있는

수화물에 의한 흡수 peak로 유추할 수 있고, 1626 cm
−1
에

서 나타나는 peak는 우라늄메탈(U)과 –NH 분자와의 진

동에 의한 경우이거나, 혹은 ADU gel 입자 제조시 반응

생성물로 생성된 NH4NO3가 세척과정에서 완전 제거되지

못하고 미량 잔존하는 경우, NO3
−

 asymmetric stretching

vibration에 의해 흡수가 강하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

으나, 전자의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다

음 Fig. 5에 나타낸 ADU gel 입자의 열처리 후 시료를

분석한 UO3 산화물의 FT-IR 분석 경우에서도 동일한 위

치 부근에서 흡수 peak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예측

가능한 일이다. 

또한 1400 cm
−1 
부근에서 나타난 흡수 peak는 ADU gel

입자 제조시 원료 용액인 broth 용액에 첨가되었던 유기

물중의 −OH가 deformation vibration되면서 나타나는 흡수

Fig. 3. Particle size shrinkage obtained at preparation process.
Fig. 4. FT-IR profile of dried-ADU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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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이거나, 혹은 UO2

2+
와 −OH와의 stretching vibration에

의한 peak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다음 Fig. 5의

UO3 그림에서 유추해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1090 cm
−1
에서 나타난 peak는 ADU gel 입자내부에

존재한 PVA 유기물이 가지고 있는 C-O 혹은 C-N과의

stretching에 의한 흡수현상으로 볼 수 있고, 887 cm
−1
에서

나타난 peak는 전형적으로 UO2

2+
 이온의 stretching에 의

한 흡수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ADU gel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을 종

합해 보면 금속 metal인 U=O, 첨가물로 들어간 유기물 중

의 C-H, N-H 및 반응생성물로 존재하는 N-O 및 수화물

로 존재하는 O-H functional group들이 혼재되어 있는 복

잡한 화합물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한편 상기에서 제조된 ADU gel 입자를 calcination

furnace에서 공기분위기로 200, 350, 450, 600
o
C에서 배소

시킨 후 얻어진 시료를 FT-IR로 분석하여 Fig. 5에 나타

내었다. 200
o
C에서 배소시킨 경우 3100~3400 cm

−1
에서

broad하게 나타났던 H-O-H에 의한 두 개의 peak중에

3200 cm
−1
에서 약하게 나타났던 peak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ADU gel 입자 중

에 수화물로 함유되어 있던 수분이 배소과정에서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다. 3400 cm
−1 
부근의 –OH 신축에 의한

peak는 시료 분석시 분산제로 사용되는 KBr이 수분을 함

유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ADU gel 입자의 1400cm
−1
에서 나타난 peak는 배

소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없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유기물 중의 –OH functional group이

제거된 것을 의미하며, 1091 cm
−1
에 나타났던 흡수 피크

역시 온도상승에 따라 완전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ADU gel 입자의 887 cm
−1
에서 나타났던 흡수 peak는

배소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ADU gel 입자를 구성하고 있

던 각종 유기물들이 분해되어 제거되고, UO3로 전환되면

서 온도에 따라 약간의 상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흡수영

역이 약간씩 shift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4.3. 열분해 특성

상기 2절의 UO2미세구입자 제조 단위공정 분석에서 언

급한 것처럼 변형 sol-gel 방법을 이용한 UO2 미세구입자

제조과정에서는 중간화합물로 ADU gel 입자를 어떻게 구

형(sphere)으로 만들 것인가와 더불어 이를 어떻게 열처리

해서 구형을 보존하면서 최종 생산물인 구형 UO2 미세구

입자로 변환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공정변수로 작용

한다. 앞 절의 입자 제조방법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sol-gel 방법의 변형인 GSP 방법을 사용하여 ADU gel 입

자를 구형으로 만드는 작업은, 본 연구의 경험에 의하면

정확한 vibration 시스템과 broth 용액의 조성을 정밀 제어

할 경우 약 100±0.1 정도의 구형도(sphericity)를 갖는 입

자의 제조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조된 ADU gel 입자의

후속 열처리 과정에서 crack이 없이 UO3 및 UO2로 변환

시키기 위한 열처리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공정

이기 때문에 많은 실험적인 know-how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ADU gel

Fig. 5. FT-IR profiles of UO3 particle obtained by calcination

temperature changes (a)200
o
C, (b)300

o
C, (c)430

o
C,

(d)6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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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제조시 UN 용액에 첨가되는 PVA와 같은 유기고분자

물질과 UN 용액과 암모니아수와 반응에 의해 ADU gel 입

자 내부에 생성된 NH4NO3와 같은 반응생성물이(세척과정

에서 제거되지 못하고 잔존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 ADU

gel 입자의 열분해 과정에서 열분해되면서 입자의 변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먼저 예비 실험으로 PVA 및

NH4NO3 물질에 대한 열분해 특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6은 TG/DTA 열분석기를 사용해서 PVA 물질들에

대한 열분해 실험을 수행하여 발열특성을 나타낸 그림으

로, 본 연구의 broth 용액 제조에 첨가되는 PVA 물질을

각 제조원 별로 구입하여 사용한 것이다. 제조방법이나

물질 특성에 따라 각 제조원 별로 분자량이나 밀도 등 상

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220
o
C 부근에서

의 약간의 흡열과정을 거쳐 250~580
o
C에 이르는 넓은 범

위까지 발열과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

으로 PVA의 열분해과정은 상기 2절의 UO3 calcination 과

정에서 우라늄에 대한 물질수지 외에 ADU gel 입자를 구

성하고 있는 PVA가

(C2H4O-)n+2.5 O2→2 CO2↑+2H2O↑

와 같은 열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발열반응을 함으로써

exothermic한 발열 peak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

제 일반적인 PVA의 soften 온도 (분해온도와는 약간의 차

이가 있으며, 약 200
o
C(Merck Index

22)
 참조) 부근에서 발

생)에서 PVA 구성 성분간의 물리적인 결합들이 풀어지고,

이 구간을 지나서 좀 더 가열되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

처럼 약 220
o
C 부근에서 용융이 되면서 흡열이 발생하고,

온도 증가와 함께 vinyl group들이 분해되면서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탄산가스와 수증기로 분해되면서 발열

이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ADU gel 입자에 잔존 가

능한 NH4NO3 반응생성물의 열분해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 NH4NO3 시약(Junsei, Ep급)을 사용하여 TG/DTA 분석

을 수행한 결과 약 170
o
C 부근에서 용융이 발생한 후, 약

210
o
C 부근에서 열분해가 발생하면서 발열현상을 나타내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Huschka 등의 보고에 의하면,
23)

ADU gel 입자를 공기분위기에서 열분해(calcination)할 경

우 특히 주의할 열분해 온도 구간으로 160~250
o
C 사이를

제시함에 비추어 보면, ADUUO3 전환 구간에서 crack이

발생될 가능성이 큰 물질로는 상기 두 물질의 분해온도

특성상 PVA보다는 NH4NO3에 의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NH4NO3는 ADU gel 입자를 건조시키기

전 공정인 세척과정에서 완전 제거할 경우 crack을 발생

시키지 않고 UO3로 변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Fig. 7은 실제 본 연구에서 제조된 UO2 미세구입

자 제조과정에서 각 단위공정에서 발생된 불량입자의 모

양을 나타낸 것으로, ADU gel 입자가 UO3로 변환되는 과

정에서 crack이 발생된 입자의 예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세척과정에서 ADU gel 입자 내에 존재하는 NH4NO3가

증류수 세척시 완전 제거되지 못한 채 고-액 분리 후, 건

조과정이 진행되어, 이렇게 건조된 ADU gel 입자 내에

잔존하던 NH4NO3가 열분해되면서 crack이 발생된 것으

로 유추하고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열분해과정에 대한 특성을 예비 분석한

후, 실제 본 연구에서 제조된 ADU gel 입자를 TG/DTA를

이용해서 열분해시키면서 얻어진 DTA 곡선을 PVA 열분해

곡선과 함께 Fig. 8에 간단히 나타내었다. Fig. 8의 아래

ADU gel 입자의 DTA 곡선을 보면 160
o
C 부근에서 강한

발열 현상이 발생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H. Huschka 등의 보고내용과 일치하는 현상으로, 건조 ADU

gel 입자의 공기분위기에서 열분해시 crack 현상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 정밀한 열분해에 대한 heating

Fig. 6. DTA profiles on PVA’s decomposition.

Fig. 7. Cracked particles occurred from unit steps (a)not

removed NH4NO3, (b)over vacuum pressure (c)unlike

air contacting, and (d) rapid heat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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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고, Fig. 9에 여러

heating mode들 중에 본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대표적인 가

열곡선을 따라 열분해시키는 경우 crack을 예방하면서 구

형 UO3미세구입자로 변환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구형 UO2 미세구입자는 앞에서 만들어진

구형 UO3 미세구입자를 소결로에서 환원 분위기가스 하

에서 환원시킨 후, 온도를 약 1500~1800
o
C까지 가열하면

UO3 입자 내부에 존재하는 각각의 미세 crystallite들이 결

정 성장을 이루면서 microstructure도 변화되고, 입자 내부

에 존재하던 pore들이 없어지면서 치밀화(densification)되

어 dense한 UO2 미세구입자로 변환된다. 이 과정 역시 열

처리 과정이 중요하며, 적절한 소결 밀도(본 연구에서는

소결밀도가 높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님)를 갖는 UO2 미

세구입자로 변환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결에 대한 예비 실험 단계를 진행하

고 있으며, 여기서 얻어진 구형 UO2 미세구입자는 상기

Fig. 3에 간략히 나타낸 바 있으나, 좀 더 다양한 소결 실

험 및 특성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최적조건의 열

처리과정을 판단할 예정이다.

5. 결 론

고온가스로 핵연료 TRISO 입자의 core 물질인 구형

UO2미세구입자 제조를 위해 sol-gel 방법의 변형인 GSP

방법을 이용해서 우라늄 구형액적 및 ADU gel 입자를 만

들고, 이를 후속 숙성, 세척, 건조 및 열처리 과정을 거쳐

구형 UO2 미세구입자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초기에 만들어지는 우라늄화합물 구형액적의 형

상이 후속되는 숙성, 세척, 건조 및 열처리공정을 거치면

서 원형을 유지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단지 입자

의 크기는 ADU gel 입자를 구성하는 유기물의 배출로 인

해 초기 액적 크기에서 약 7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예

측되었으며, ADU gel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은

금속 metal인 U=O, 유기첨가물로 들어간 C-H, N-H 및 반

응생성물로 존재하는 N-O 및 수화물로 존재하는 O-H

functional group들이 혼재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우라늄화

합물로 예상되었다. 또한 제조된 구형 ADU gel 입자의 열

분해와 소결과정에서 crack이 발생되지 않는 승온속도를

갖는 heating mode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crack없는 입자

의 변환을 위해 ADU gel 입자의 세척과정에서 반응부산

물로 생성되는 NH4NO3의 제거가 중요한 인자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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