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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licon carbide (SiC) is a candidate material for heat exchangers for VHTR (Very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due to
its refractory nature and high thermal conductivity. This research has focused on demonstration of physical properties and mock-up
fabrication for the future heat exchange applications. It was found that the SiC-based components can be applied for process heat
exchanger (PHE) and intermediate heat exchanger (IHX), which are operated at 400~1000

o

C, based on our examination for the
following aspects: optimum fabrication technologies (design, machining and bonding) for compact design, thermal conductivity,
corrosion resistance in sulfuric acid environment at high temperature, and simulation results on heat transferring and thermal stress
distribution of heat exchanger mock-up. 

Key words : Reaction-sintered SiC, Corrosion, Ceramic heat exchanger, Sulfur-Iodine process,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

tor, Bonding

1. 서 론 

미래의 청정에너지 자원확보에 필요한 효율적인 미래

원자력시스템들 중 하나인 고온가스 냉각로 (Very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 VHTR)는 운전온도가

높고(750~1000
o
C), 가혹한 조건 하에서 운전되어야 한다.

고온가스 냉각로는 일반적인 원자력시스템과 같이 전기

생산 함과 동시에, 고온의 공정열을 이용하여 수소나 증

기생산을 통한 에너지 활용 효율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

고 있기 때문에
1)

 다양한 공정열 이용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수소생산 방법으로 황산-요오드의 폐순환계를 이용

한 SI (Sulfur-Iodine) 공정이 일본을 비롯한 950
o
C 이상에

서 운전될 초고온 가스 냉각로 개발 국가들에서 도전적

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방법의 핵심기술들 중 하나가

950
o
C 이상의 고온과 황산 분위기와 같은 혹독한 부식 환

경에서도 열전달 성능이 우수하고 고온의 기계, 화학적

특성이 뛰어난 열교환기용 소재 개발이다.
2)

 컴팩트한 열

교환기 소재로는 탄화규소가 우수한 화학안정성, 내식성,

고온특성, 열전도성 등으로 인하여, 금속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는 우수한 고온 기계 기계적 특성뿐만 아니라 특히

내부식성이 우수하여, 비중 높은 후보소재로 고려되고 있

다. 미국의 UNLV에서 HTHX Program을 통해 GA, UCB,

Ceramatec 등과 함께 SiC, C/SiC 등의 세라믹 재료를 공

정열교환기(Process Heat Exchanber : PHE)로 적용하기 위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Toshiba Ceramics 등

의 회사에서는 JAEA와 함께 고강도 Si/SiC 소재에 대한

제조기술 개발 및 SI 공정 반응 열교환기 개발을 진행하

고 있다.
2-5)

본 연구는 400 ~ 1000
o
C까지의 고온 영역의 원자력용

공정열교환기 및 컴팩트 중간열교환기에 적용할 수 있는

탄화규소계 세라믹스 모재 및 접합소재에 대한 기계, 화

학 및 열적특성을 분석하고, 탄화규소의 제조성 평가를

위하여 100×100 mm
2
의 열전판을 이용하여 적층 및 접

합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유한요소

법을 이용하여 7층의 열전판을 적층한 모의 시작품의 온

도분포 및 응력분포를 전산모사하여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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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교환기 제조 및 물성분석

반응소결 탄화규소 열전판은 탄화규소 분말과 탄소분

말을 포함한 원료 및 첨가물과 규소분말을 혼합하여 유

로가 설계된 몰드에서 열간가압 성형법으로 성형체를 제

조하였다. 성형체는 반응소결에 필요한 탄소원 확보를 위

하여 Ar 가스 분위기 하에서 탄화하였고, 탄화체는 실리

콘의 용융 온도이상으로 진공 열처리하여 반응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2.1. 탄화규소와 탄화규소 접합체의 기계적 및 열적특성

탄화규소 열교환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단위 열전판

을 접합하여야 하는데, 반응 소결체를 제조하는 동안 성

형체 접합 (forming bonding), 탄화체 접합 (pyro bonding)

및 소결체 접합 (sinter bonding)공정 등이 가능하다. 따라

서 각 공정 단계별로 서로 다른 상태의 모재 특성에 맞

는 접합제를 선택하여 반응소결 탄화규소 접합체를 제조

하여야 한다. 최적 접합공정을 선택하기 위하여 접합층이

가운데 위치토록 제조한 각각의 공정별로 4×3×40 mm
3

의 곡강도 측정용 반응소결 탄화규소 접합시편을 준비하였다.

Fig. 1은 각 접합공정에 따른 반응소결 탄화규소 접합

체의 3점 곡강도 결과이다. 성형체 접합과 소결체 접합공

정으로 접합한 경우는 평균 200 MPa 이상의 강도를 나타

내었으며, 탄화물 접합의 경우는 파괴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140 MPa 정도이었다. Fig. 2에 접합체의 파괴거동을

보여주는 파단 접합체의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Fig. 2

(a)는 성형체 접합에 의한 접합체의 미세구조로 접합층은

평균적으로 150 µm 정도의 두께이었고, 파괴는 모재에서

발생하였다. Fig. 2 (b)는 탄화체 접합에 의한 접합체의 파

단면 미세구조이다. 파괴는 모재가 아닌 접합층에서 진행

되었다. 한편 소결체 접합에 의한 접합체 (Fig. 2 (c))은

접합층 두께가 10 µm 이하로 얇으며 파단이 모재에서 발

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평가된 곡강도와 미세구조를 고려하면 접합층은 모재와

동일한 파괴강도를 보이며, 접합층의 두께와 파단면 및 제

조공정 등을 고려하면 성형체접합과 소결체 접합에 의한

방법이 공정적, 기계 구조적 특성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반응소결 탄화규소로 제조된 접합체의 열특성 분석을

위하여 지름 12 mm, 두께 2 mm의 접합시편을 성형체접

합 공정으로 제조한 후, Laser Flash법으로 열확산도 상온

에서부터 1100
o
C까지 100

o
C 단위로 각 측정온도에서 3번

씩 측정하여 열전도도를 평가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접합체의 열전도도는 단미 반응소결 탄화규소(모재)의 열

전도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소결조제를 첨가

Fig. 2. Fracture behavior of bonded reaction-sintered SiC with

different bonding processes; (a) forming bonding, (b)

pyro bonding and (c) sinter bonding.

Fig. 3. Thermal conductivity of different types of SiC. 

Fig. 1. Fractural strength of bonded reaction-sintered SiC with

different bond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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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업소결로 제조된 시편 (Hexoloy-SiC)보다는 높은

열전도도 값을 나타내었다. 

2.2. 반응소결 탄화규소의 비등황산에 대한 부식거동

원자로시스템을 이용한 수소생산 방법은 초고온가스로

를 이용하여 950
o
C 이상의 헬륨가스 출구온도로부터 몇

번의 열교환 공정을 거쳐 SI 열화학 공정으로부터 수소

를 생산하게 된다. 기본적인 화학반응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7)

 
I2 + SO2 + 2H2O

→ 2HI (aq) + H2SO4 (aq),Bunsen reaction (293~ 373K)

2HI→ H2 + I2, HI decomposition (673~973K)

H2SO4→ H2O + SO2 + 

1/2O2, H2SO4 decomposition (-1073K)

위의 반응식에 의하면 여러 화학 반응공정을 거치며,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며 고온 및 고부식성 환경이

조성된다. 따라서 열교환기 후보재료인 탄화규소의 고온

및 황산 부식특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320
o
C 비등 황산 분위기에서 200일까지 단미 반응소결 탄

화규소의 부식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로 Fig. 4에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초기 100일까지 시편의 무게변화

는 서서히 증가하였으나, 100일 이후에는 증가현상이 없

는 것으로 보아 시편 표면의 산화막 형성이 부식 억제층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반응소결 탄화규

소의 부식거동 및 접합체의 기계구조 및 열물성을 종합

하면, SI 공정에 적용할 공정 열교환기로 반응소결 탄화

규소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위 열전판 및 열

전판을 적층 접합한 모듈 시작품을 제작하였다.

2.3. 컴팩트형 열교환기 mock-up 제작

컴팩트형 열교환기 모듈 및 각각의 열전판은 반응소결

탄화규소로 제조하였다. 금속 몰드에서 유체 흐름양과 방

향을 결정하는 유로가 설계된 열전판을 제조하고, 각각의

열전판을 접합소재로 열간 접합하여 Fig. 5와 같은 단위 열

전판 및 이를 적층 접합한 적층형 열교환기 mock-up을 제

작하였다. Fig. 5 (a)에 나타낸 개념도에서 볼 수 있듯이 유

체 흐름 방향이 서로 엇갈리도록 고온 열전판과 저온 열전

판을 엇갈려 적층하는 구조를 갖도록 설계하였으며, Fig. 5

(b)에 나타낸 바와 같은 100×100 mm
2
 단위 열전판을 적층

접합한 mock-up을 제작할 수 있었다. Mock-up의 내부에 가

압수를 이용하여 누수실험을 통하여 접합이 건전하게 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3D-CT를 이용한 비파괴 시

험결과, (Fig. 5 (c))에서 접합제의 양이 과하여 일부 유로가

막혀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접합제의 양

을 적절히 조절하여 개선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2.4. 열교환기 설계 및 열분포 분석

반응소결 탄화규소 열교환기 평판형 모듈의 정상상태

에서의 열전달 및 열응력 해석을 하였다. 열교환기를 구

성하는 개별 탄화규소판을 고온용과 저온용으로 구분하

고 모두 7개(저온-고온-저온-고온-저온-고온-저온)를 적층

하여, 열교환기 집합체 모델은 탄화규소 각 판을 90도로

엇갈리게 결합하여 작성하였으며, 각각의 유한요소 모델

을 예시하였다. 유한요소 모델은 사면체 요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집합체 기준으로 총 431,834개의 유한요소

로 구성되었다. 

2.4.1. 열교환기 모델 및 유한요소 해석

열교환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체가 흐르는 홈의 깊이는

1.5 mm이며 판은 50×50 mm
2
의 정사각형 판으로 제조된

다. 고온의 유체와 저온의 유체가 통과하는 유동 구멍이

Fig. 4. Weight gain of reaction-sintered SiC in boiling sulfuric

acid solutions with test duration.

Fig. 5. Process heat exchanger mock-up made by reaction

sintered SiC; (a) design concept, (b) mock-up and (c)

NDT-image of mock-up observed by 3D-CT.



 원자력 극한환경용 세라믹 열교환기 소재로서 반응소결 SiC 세라믹스 제작성 55

제48권 제1호(2011)

90도 간격으로 가공되므로, 고온과 저온의 유체가 직접적

인 열교환은 발생하지 않는다. 

SiC 판의 표준 유한요소 모델과 온도, 변형량 및 응력

분포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판(집합체 중간 부분

에 위치한 판)의 경우에는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홈을 중

심으로 조금 더 세밀한 체눈(mesh)으로 구성된 유한요소

모델을 적용하였다. 열전달 해석 및 응력해석은 600
o
C(고

온부)/240
o
C(저온부)와 850

o
C(고온부)/524

o
C(저온부)의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고온판과 저온판의 온

도는 SiC 판의 홈을 구성하는 표면에 적용하여 열전달 해

석을 수행하였다. 

2.4.2. 온도분포해석

두 가지 고온판 및 저온판의 온도 조건으로부터 열교

환기 mock-up의 온도 분포를 Fig. 6(a)에 600
o
C/240

o
C인

시스템과 Fig. 6 (b)에 850
o
C/524

o
C인 시스템에 대하여 나

타내었다. 모사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고온부분과 저

온부분이 구분되어 온도 구배가 나타났으며, mock-up의

중간 부분에서는 고온부로부터 저온부까지 온도 구배의

간격이 넓게 분포되었다. Mock-up 표면의 경우에는 고온

판과 저온판의 중심으로 국부적인 온도 구배가 나타났다.

열교환기 mock-up을 고온판과 저온판을 연결하는 직선

(45°)을 단면을 기준으로 온도 분포를 표시하여 보면, 저

온판과 고온판의 통로를 기준으로 각 단면사이의 온도 구

배가 발생하며 mock-up의 중간 부분의 온도 분포가 안정

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mock-up을 구성하는 SiC

판의 온도 구배 및 이에 따른 응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mock-up의 중간부분을 구성하는 고온판과 저온판의 결과

를 검토하는 것이 전체적인 경향을 대표할 수 있을 것도

평가되었다. 

2.4.3. 열변형량 및 응력 분포

두 가지 온도 조건에 따른 열교환기 mock-up의 변형량

은 최대 0.2 mm (고온관 850
o
C 기준)를 초과하지 않는 것

Fig. 6. Temperature distribution of reaction-sintered SiC heat exchanger mock-up simulated by ANSYS; (a) 600
o

C (high temperature

part) - 240
o

C (low temperature part) system and (b) 850
o

C-524
o

C system.

Fig. 7. Stress distribution of reaction-sintered SiC heat exchanger mock-up simulated by ANSYS; (a) 600
o

C (high temperature part) -

240
o

C (low temperature part) system and (b) 850
o

C-524
o

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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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되었으며, 고온부와 저온부를 중심으로 미세한

비틀림 현상이 수반된 변형 형상을 나타내었으나 전반적

으로 최대값이 0.2 mm를 넘지 않는다. Fig. 7은 두 가지

온도 조건에 대한 응력해석 결과이다. 완전 구속 조건을

부여한 집합체의 바닥에서 900 MPa의 응력이 국부적인

응력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는

300 MPa 이내의 응력이 중간 부분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각 층을 구성하는 SiC 판의 응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

간 부분에 적층한 고온판과 저온판의 응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7개의 SiC 판으로 구성된 열교환기의 열전달 해

석 및 응력해석을 수행하여 유한요소 모델을 구성하고 온

도 분포와 응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SiC 판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수적인 해석을 수행하여 열교환기

mock-up의 응력을 평가하였다. 열교환기 mock-up의 중간

부분의 SiC 판으로부터 대표적인 온도 분포와 응력을 평

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결 론

고온가스 냉각로의 공정열을 이용한 원자력 수소 생산

용 황산-요오드 공정에서 적용할 탄화규소 열교환기의 제

작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반응소결 탄화규소를 접합하고

파괴거동, 열전도도, 비등황산분위기 부식특성을 평가하

였다. 또한 유체가 흐를 유로를 지닌 단위 열전판을 설계

및 제작하고, 적층 접합하여 mock-up을 제작하여 건전성

을 평가하였으며,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mock-up은 온도

및 응력분포 특성을 모사하였다.

탄화규소 접합체의 파괴강도측정결과 성형체 접합과 소

결체 접합공정으로 접합한 경우가 평균 200 MPa 이상의

강도를 나타내었으며, 접합층의 두께와 파단면 및 제조공

정 등을 고려하면 성형체 접합과 소결체 접합에 의한 방

법이 공정적, 기계 구조적 특성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었

다. 접합체의 열전도도는 단미 반응소결 탄화규소(모재)

의 열전도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상업소결로

제조된 시편보다 높은 열전도도 값을 나타내었다. 고온

황산 분위기에서의 부식거동은 초기 100일 동안의 부식

은 증가하였으나, 100일 이후에는 증가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시편 표면 산화막 형성이 부식 억제층으로 작

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7개의 SiC 열전판으로 구성된 열교환기는 일부 유로가

과량의 접합재로 막힘 현상이 관찰되었으나, 접합면이 고

르게 접합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열전달 해석

및 응력해석을 유한요소 모델로 모사한 결과 안전성을 유

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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