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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차세대 원자로 핵연료의 성능을 제한하는 금속연료-피복관 상호반응 현상(FCCI)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Cr 도
금기술의 적용성을 연구하였다. 도금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 시험 결과 Cr 도금층은 핵연료와 피복관의 상호반응을 
억제함이 확인되었다. 도금층 성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함께 Cr층을 피복관 내면에 도금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서론

소듐냉각 고속로(Sodium-cooled Fast Reactor, SFR)는 고속중성자를 이용하여 핵분열을 일으키는 원자로로 현재 사용되는 
경수로와 달리 핵연료 재순환이 가능하여 경수로에서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의 양을 저감할 수 있어 향후 건설될 차세대 
원자로 중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는 후보 중 하나이다. 금속연료는 높은 열전도도 및 핵연료 재순환시 핵무기로의 전용성
이 억제되는 특징을 가져 SFR의 핵연료로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금속연료는 원자로 가동시 금속연료의 주요 
구성원소인 U 및 Pu가 피복관 재료인 스테인리스강과 운전온도에서 상호반응 및 공융현상을 일으켜 피복관의 두께를 감
소시켜 핵연료의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단점(Fuel-Cladding Chemical Interaction, 이하 FCCI)을 갖는다. 이러한 FCCI를 방지
하기 위하여 피복관 내벽에 확산방지용 기능성 물질을 코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증착법, 전해
도금법, 산/질화법이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피복관 내부에 기능성 물질을 코팅하는 기술로 전해도금법의 적용성을 타
진하고 이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본론 

상호반응을 방지할 기능성 물질을 선별하기 위한 재료선정 시험 결과, Cr이 우수한 확산 저항성을 보였으며 이에 피복관 
재료에 Cr을 도금한 후 금속연료와 확산쌍 시험을 통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Sargent bath에 스테인리스강 
(12Cr1MoWV, HT9) disk와 Pb-Sn wire를 각각 양극과 음극으로 하여 일정시간 도금 후 금속연료 재료인 U-Zr 또는 희토류 
합금과 맞붙여 원자로 가동온도를 모사한 조건에서 일정시간 확산쌍 시험 (Diffusion couple test)후 미세조직 관찰을 수행
하였다. 최적의 성능을 가진 도금 조건 선정을 위하여 도금욕 온도 및 전류밀도의 영향과 도금 후 표면처리의 영향을 평
가하였다. 피복재 성능시험과 별도로 도금 후 피복관 내부에 Cr을 전해도금할 시험장치를 고안하였으며 도금 결과, 외경 
7.4mm, 두께 0.5mm 스테인리스 (HT9) 피복관 및 외경 5.8mm, 두께 0.45mm 두께 HT9 피복관 내면에 20㎛ 두께의 Cr층을 
균일하게 도금하였다. 도금한 피복관에 대하여 노외 확산쌍 시험 및 HANARO를 이용한 중성자 조사시험과 국외 고속로를 
이용한 노내 성능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Fig. 1. Performance of Cr electroplating after diffusion couple test (a) without plating, (b) 20㎛ of Cr plating

3. 결론 

차세대 원자로인 소듐냉각고속로 핵연료의 현안으로 대두된 금속연료-피복관 상호반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 Cr 도

금기술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평판을 이용한 예비시험 결과, Cr 도금은 FCCI를 억제함이 확인되었으며 실제 제원을 갖는 

피복관 내면에 도금층을 적용하는 방안이 연구되었다. 향후, 내면 도금된 피복관에 대한 다각적인 노내, 외 평가와 함께 내

면 도금기술의 실용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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