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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aphite for the nuclear reactor is used to the moderator, reflector and supporter in which fuel rod

inside of nuclear reactor. Recently, there are many researches has been performed on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nuclear graphite, however most of them are restricted to the structural and the mechanical

properties. Therefore we focused on the thermal property of nuclear graphit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hermal emissivity following the oxidation degree of nuclear graphite with IG-11 used as a sample. IG-11 was

oxidized to 6 % and 11 % in air at 5 l/min at 600 oC. The porosity and thermal emissivity of the sample were

measured using a mercury porosimeter and by an IR method, respectively. The thermal emissivity of an

oxidized sample was measured at 100 oC, 200 oC, 300 oC, 400 oC and 500 oC. The porosity of the oxidized

samples was found to increase as the oxidation degree increased. The thermal emissivity increased as the

oxidation degree increased, and the thermal emissivity decreased as the measured temperature increased. It

was confirmed that the thermal emissivity of oxidized IG-11 is correlated with the porosity of the sample.

Key words thermal emissivity, nuclear graphite IG-11, oxidation degrees, porosity.

1. 서  론

흑연은 결합력이 큰 기저면을 따라 우수한 열전도도 및

전기전도도를 나타내고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여 화학,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원자로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

다. 특히 원자력급 흑연은 원자로 내에 핵연료를 담고 있

는 연료봉, 감속재, 반사체 및 지지체에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제 4세대 초고온가스로(VHTR)는 900 oC 이상

에서 운전이 되므로 작은 열팽창, 높은 열전도도, 높은

중성자 감속성질을 갖고 있는 흑연이 노심내 구조재, 반

사재, 감속재에 사용될 것이다.1- 2)

흑연은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서는 500 oC부근에서부터

산화가 일어난다. VHTR는 900 oC이상의 고온에서 가동

되기 때문에 흑연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열 교환기에 흐

르는 기체는 대부분 불활성기체인 Ar이나 He가스가 사

용된다.2-8) 그러나 이런 불활성 가스 중에 존재하는 극

미량의 불순물이 존재할 경우 흑연의 산화 등 치명적인

결함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VHTR이 운전 중 중대한

결함으로 온도가 상승할 경우 불활성기체인 Ar이나 He

가스를 고속으로 분사시켜 냉각시켜야 하는데 불활성 기

체 중의 극미량의 불순물에 의해 산화가 진행될 경우 또

는 원자로 운전 중의 불의의 사고 시 급속한 열방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흑연의 열방사율 데이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3-6)

열방사율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미세구조, 표면거칠기,

밀도, 결정화도 그리고 기공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급 흑연의 산화정도에 따른 기공도와

열방사율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시편 및 산화반응

본 연구에서는 Toyo Carbon Co.에서 제조된 IG-11을

사용하였다. IG-11은 선진국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

만 중국에서 원자력급 흑연으로 이용된다고 보고되고 있

다.1) IG-11의 기본적인 물성은 Table 1과 같다.7-8) 자료



646 서승국·노재승·김경화·지세환·김응선

에 의하면 IG-11은 CIP 법으로 제조되었으며 밀도는

1.76 g/cm3이고 기공이 20% 존재하며, 평균입경이 20 µm

인 미세한 grain size로 제시되었다.7)

열방사율 측정을 하기 위하여 시편의 크기는 40×40

×3 (mm), 표면거칠기는 0.5 µm이하로 가공하였으며 Fig.

1에 그 형상을 나타내었다. 시편 크기를 40×40×3 (mm)

로 결정한 이유는 열방사율 측정 장치의 시편 홀더 크

기에 맞추기 위해서이다.

시편 전체에서 균일한 산화반응을 위하여 Fig. 2와 같

이 시편 아래 부분의 양 끝 모서리만 원통형 quarts boat

에 접촉하게 하였다. 산화반응은 5 l/min의 순도 99.9%,

수분을 제거한 공기 흐름 속에서 600 oC로 실시하였으며

시편의 산화율은 무게감소(wt. loss) 값을 기준으로 5%

및 10%가 되도록 시간을 조절하였다. 산화율을 10%로

제한한 이유는 10% 이상에서는 흑연의 강도가 약해져 구

조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열방사율 데이터는 더 이

상 의미가 없어지므로 10% 이상 높은 산화율의 시편은

제조하지 않았다. 산화반응 결과 각각 6% 및 11%의 무

게감소를 나타낸 시편을 얻었다.

2.2 열방사율 측정

산화 실험 후 시편의 열방사율은 원적외선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열방사율은 wt. loss가 0%, 6%,

11% 시편을 측정온도 100 oC, 200 oC, 300 oC, 400 oC

및 500 oC에서 측정하였으며, 측정 시 실내의 온도는

22 oC, 습도는 35%로 유지하였다.

2.3 표면구조 관찰

산화반응에 의한 시편의 표면미세구조 변화는 전자현

미경을 이용하였다. 표면미세구조는 50배 및 200배 등 배

율을 달리하여 관찰하였으며, 표면의 요철 및 기공 분포

그리고 단면 관찰을 하였다.

 

2.4 밀도 및 기공도 측정

산화반응에 의한 시편의 밀도 및 기공율은 Archimedean

(ISO 18754) 법을 이용하였으며, Archimedean 법을 이

용한 밀도 및 기공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기공율(%) =(포수무게-건조무게)/(포수무게-수중무게)*100 

밀도(g/cm3) = 건조무게/(포수무게-수중무게) (1)

Pore의 크기 및 분포는 mercury porosimeter를 이용하

였다(Thermo Finnigan, Pascal 140＋440, Italy). Mercury

Table 1. The main properties of IG-11 graphite
7)

Property Value

Bulk Density (g/cm
3
) 1.76

Porosity (%) 20

Impurity (ppm) 479

Average Grain Size (µm) 20

Anisotropic Ratio 1.04

Fig. 2. The sample was loaded on quartz boat.

Fig. 1. Samples dimension for experiments.

Table 2. Results of thermal emissivity.

Wt. loss Temperature(oC) Emissivity 

(3~20 µm)

0 % 100
o
C 0.712

200oC 0.599

300oC 0.611

400
o
C 0.626

500oC 0.650

6 % 100oC 0.819

200
o
C 0.760

300oC 0.755

400oC 0.746

500
o
C 0.693

11 % 100oC 0.839

200oC 0.762

300
o
C 0.760

400oC 0.756

500oC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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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osimeter는 200 MPa의 고압하에서 다공성 물질(porous

material)에 수은을 침투시키고 탈착하는 과정에서 Meso/

Macro porous 영역의 다공성 고체입자의 내부 표면적과

기공크기 및 면적 등을 측정하는 장비로써 산화율에 따

른 시편의 Meso/Macro pore size 분포, volume 측정,

비표면적 및 내부 기공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열방사율

IG-11의 산화율 및 측정온도에 따른 열방사율 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고, 측정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

다. 0% 시편은 방사율 측정온도가 100 oC 및 200 oC일

경우 열방사율이 0.712에서 0.599로 16%정도 감소하였

으며, 200 oC에서 500 oC로 상승할 경우 열방사율은 0.599

에서 0.650으로 8%정도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100 oC

및 500 oC에서 측정된 열방사율은 8.7%정도 감소하였다. 

6% 시편의 열방사율은 측정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열

방사율은 감소하였으며, 100 oC에서 0.819, 500 oC에서

0.693으로 전체적으로 15%정도 감소하였다. 11% 역시 측

정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열방사율은 감소하였다. 100 oC

에서 0.839로 가장 높았고, 500 oC에서 0.729의 열방사

율을 보였으며, 13%정도의 열방사율 감소를 보였다. 

산화율에 따른 열방사율을 비교해 보면 500 oC 기준으

로 0%는 0.650, 6%는 0.693 그리고 11%는 0.729로 산

화율이 증가할수록 열방사율은 증가하였다. 이렇게 산화

율이 증가할수록 방사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Fig. 4에서

기공이 점점 발달함과 Fig. 5에서 표면 거칠기가 증가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Bellayer 등이 보고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9)

3.2 미세구조변화

산화 전·후의 시편 표면을 관찰한 SEM 이미지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산화된 시편의 표면은 산화되지 않은 시

편에 비하여 표면이 거칠고 많은 기공이 발달한 것을 관

찰할 수 있다. 또한 11 % 산화 시편은 6 % 산화 시편

에 비하여 표면이 더 거칠며, 작은 기공보다 큰 기공이

발달한 것이 관찰된다.

기공 주위의 표면을 자세하게 관찰한 이미지는 Fig. 5

이다. 산화 전 표면(0 %)은 산화 후(6 % 및 11 %)의 표

면에 비하여 표면의 요철이나 기공이 거의 발견되지 않

지만 산화가 진행될수록 기공 주위에 표면의 요철이 증

가함을 볼 때 SEM 사진에서 관찰되지 않은 매우 미세

Fig. 3. Results of the thermal emissivity.

Fig. 5. Surface morphologies of IG-11 (60° tilted, ×200). (a) 0%, (b) 6% and (c) 11% wt. loss.

Fig. 4. Surface morphologies of IG-11 (60° tilted, ×20). (a) 0%, (b) 6% and (c) 11% w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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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공이 잘 발달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시편의 중앙을 절단하여 연마 후 단면의 미세구조 이

미지를 Fig. 6에 나타내었다. 단면미세구조 역시 표면구

조와 매우 유사하게 많은 기공이 발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화반응은 시편의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도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비교적 균일한 상태로

보아 산화조건이 chemical reaction 영역에서 일어났음을

판단할 수 있다.

3.3 밀도 및 기공도

3.3.1 Archimedean method

Table 3은 Archimedean 법으로 측정한 밀도와 기공도

측정값을 정리한 표이다. 산화되지 않은 시편(0%)의 밀

도 및 기공도는 1.80 g/cm3, 10.6%였다. 산화율이 증가

할수록(11% 시편) 밀도는 1.67 g/cm3로 감소하였으며, 기

공도도 19.9%로 증가하였다. 

Table 2 및 Fig. 3에서 산화율에 따라 열방사율이 증

가함을 보였다. 산화율이 증가할수록 방사율이 증가하는

이유를 산화반응에 의해 흑연표면에 기공이나 요철이 증

가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Table 3의 산화율에

따른 기공도가 증가하는 현상과 잘 일치한다.

3.3.2 Mercury porosimeter

Mercury porosimeter를 이용하여 총기공부피, 비표면적

및 평균기공크기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Fig. 7과 8에 나

타내었고, Table 4에 그 값들을 정리하였다. 산화가 가

장 많이 된 11% 시편의 총기공부피 및 비표면적이 6%

시편에 비하여 낮았다. 평균 pore 직경 역시 3.6 µm로

써 산화된 시편 6%와 11%의 차이가 없었다. 

Fig. 7에서 10 µm 이하의 작은 기공을 살펴보면 0%

시편은 대략 2.5 µm의 평균 기공크기를 가지며, 6% 및

Fig. 6.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IG-11 (×50). (a) 0%, (b) 6% and (c) 11% wt. loss.

Table 3. Results of density and porosity measured by

Archimedean method.

Wt. loss(%) Porosity(%) Density(g/cm3)

0 % 10.6 1.80

6 % 16.0 1.71

11 % 19.9 1.67

Table 4. Results of properties measured by mercury

porosimeter.

wt. loss (%) 0 % 6 % 11 %

Total cumulative pore 

volume (mm3/g)

98.0 126.6 107.6

Average pore diameter 

(µm)

2.4 3.6 3.6

Fig. 7. Volume distribution of pores as a function of oxidation

degree.

Fig. 8. Accumulative pore volume as a function of

oxidation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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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 시편은 약 4 µm의 기공크기를 나타내어 산화된

시편의 기공크기가 산화되지 않은 시편에 비하여 약

1 µm이상 크다. 6%의 시편은 80 µm이상의 크기를 갖는

기공이 존재함을 보인다. 또한 Fig. 7에서 11% 시편은

약 4 µm의 기공 외에 약 6 µm에서 100 µm사이의 기공

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Fig. 8은 총 기공부피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로써

작은 5 µm이하의 기공 양이 가장 많이 분포된 것처럼

나타난 6% 시편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6% 시편이 11% 시편보다 총 기공부피가 큰 것처

럼 보이는 결과는 산화량이 증가하면서 생성되는 기공의

크기나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또

한 기공도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11%

시편은 Fig. 4의 SEM 사진에서 관찰되었듯이 6%에 비

하여 매우 큰 기공이 발달하였다. 따라서 11% 시편의 기

공은 본 연구에 이용된 porosimeter로 측정할 수 없는 큰

기공이 분포하기 때문에 측정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

다. 

즉 본 연구에서 가장 큰 산화율을 나타낸 11% 시편

은 5 µm 미만의 작은 기공 외에 0.5 mm에 이르는 매우

큰 기공을 포함하는 기공분포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공의 생성으로 인하여 표면적 증가를 가져와 가

장 높은 열방사율을 나타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4. 결  론 

원자력급 흑연 IG-11을 600 oC 공기 중에서 각각 6%

및 11%의 무게감소가 일어나도록 산화반응 시킨 후 산

화율에 따른 기공의 생성과 그에 따른 열방사율 변화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IG-11의 산화 전·후의 미세구조 관찰 결과 산화

반응 후 표면 및 내부에서 커다란 기공이 발달하였으며

표면 요철 또한 증가하였다. 

2) 산화율이 커질수록 열방사율은 증가하였다. 열방사

율 측정온도를 500 oC 기준으로 0% 시편의 열방사율은

0.650, 6% 시편은 0.693 그리고 11% 시편은 0.729였다.

3) Mercury porosimeter를 이용한 기공도 측정 결과

0% 시편에도 이미 5 µm 미만의 작은 기공이 존재하며,

6% 시편의 총 기공부피가 11% 시편에 비하여 더 크게

측정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 이용한 porosimeter의 측정

범위가 100 µm 이하의 기공크기만 측정할 수 있었기 때

문으로 판단되었다. SEM을 이용한 미세구조 관찰 결과

11%의 시편은 0.5 mm에 이르는 커다란 기공이 존재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장 큰 산화율을 나타낸 11%

시편은 5 µm 미만의 작은 기공 외에 0.5 mm에 이르는

매우 큰 기공을 포함하는 기공분포를 가지며, 큰 기공의

발달로 인하여 표면적이 증가하여 가장 높은 열방사율을

나타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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