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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rface roughness of the inner and outer surfaces of a tube is an important requirement for nuclear fuel cladding. When an inner
SiC clad tube, which is considered as an advanced Pressurized Water Cooled Reactor (PWR) clad with a three-layered structure, is
fabricated by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the surface roughness of the substrate, graphite, is an important process parameter.
The surface character of the graphite substrate could directly affect the roughness of the inner surface of SiC deposits, which is in contact
with a substrate.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surface roughness changes of a substrate, SiC deposits were fabricated using different types
of graphite substrates prepared by the following four polishing paths and heat-treatment for purification: (1) polishing with #220 abrasive
paper (PP) without heat treatment (HT), (2) polishing with #220 PP with HT, (3) #2400 PP without HT, (4) polishing with #2400 PP with
HT. The average surface roughnesses (Ra) of each deposited SiC layer are 4.273, 6.599, 3.069, and 6.401 µm, respectively. In the low
pressure SiC CVD process with a graphite substrate, the removal of graphite particles on the graphite surface during the purification
and the temperature increasing process for CVD seemed to affect the surface roughness of SiC deposits. For the lower surface
roughness of the as-deposited interlayer of SiC on the graphite substrate, the fine controlled processing with the completed removal
of rough scratches and cleaning at each polishing and heat treating step wa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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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수로 핵연료 피복관 관점에서 보면 SiC는 Zr계 피복

관에 비해 열중성자의 흡수가 적고 정상운전 조건에서 부

식성이 좋으며, 고온에서 강도가 우수하고 부식속도가 늦

어서 Loss-of-coolant-accident 시 우수한 거동을 할 수 있

으며, 중대사고 시에도 용융이 되지 않고, 내부식성이 우

수하며, 수소 발생도 적어 특성 열화가 매우 적다. 따라

서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가압 경수로의 내산화성 향상 개

량 피복관 소재로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1-3)

 현재까지 최

적의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Zr계 합금

피복관에서 요구되는 사양을 고려하여 치밀한 SiC 튜브

에 SiC 섬유로 강화된 복합체 튜브를 감싸고, 다시 치밀

한 SiC 층을 코팅하는 3중관의 개념이 가장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
2,4)

 가장 안쪽의 치밀한 SiC 튜브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정이 고려될 수 있으나, 순도나 균일

성을 고려할 때 화학증착법을 이용한 튜브의 제조가 여

러 가지 장점을 지닐 수 있다. 화학증착법을 이용한 SiC

튜브의 제조는 원통형 흑연을 기판으로 이용하여 증착 후

흑연을 태워 튜브를 제조할 수 있다. 가압 경수로 피복관

이 실제 운전상황에서 핵연료 물질과의 노내 거동을 고려

하면 피복관 안쪽 면의 표면 조도가 제한을 받게 된다. 따

라서 화학증착법으로 제조한 SiC 튜브의 안쪽면의 표면

조도 제어도 요구되며, 표면조도는 기판의 가공정도와 직

접적인 연관이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판인 흑연의 연마정도를 달리하여 표

면조도를 변화시키고, 흑연의 불순물 제어를 위하여 가공

후 고순화 열처리를 시행하여 흑연 기판을 준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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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판에 SiC를 화학증착하고 흑연을 태운 후에 흑연과

접촉되었던 SiC 증착면의 표면조도 변화를 고순화 처리

를 위한 열처리 여부에 따라 고찰하였다. 흑연 기판 연마

는 #220 연마지와 #2400 연마지를 이용하여 표면조도 변

화를 주었으며, 고순화 열처리를 수행하였고, 기판인 흑

연은 증착반응 후 태워서 제거하였다. 증착층 특성은 열

처리 여부 및 기판 표면조도에 따라 미세구조와 표면조

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흑연 기판은 상용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특징은 기공율

이 8.06 %이고, 입자크기는 최대 100 µm, 최소 18 µm 범

위를 가지고 있으며, 밀도는 1.88 g/cm
3
 이었다. 이 흑연

기판의 표면 조도 차이에 따른 증착층 대면의 표면 상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직경이 1 인치인 원반형 흑연의

표면을 2 종류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표면 조

도 상태를 갖도록 가공하였다. 증착층 대면은 흑연 기판

위에 증착된 SiC 층이 기판과 접한 면을 말하며, 화학증

착법으로 준비된 SiC 튜브를 SiC 피복관으로 적용할 때

는 흑연기판이 제거된 흑연 기판과 접했던 SiC 증착면이

피복관의 내면이 되게 된다. #220 연마지만으로 거친 가

공면을 지닌 기판(#1)과 #220 연마지로 연마한 후에 #2400

연마지로 연마하여 부드러운 가공면을 지닌 기판(#3)을

준비하였으며, 이 들의 가공된 표면의 평균 표면 조도는

각각 2.68 µm와 0.36 µm 이었다. SiC 증착층의 순도는 흑

연 기판의 순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흑연 기

판을 1900
o
C, 저압 할로겐 기체 분위기에서 고순화 열처

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고순화 처리를 위한 고온 열처리

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열처리 전후의 표면 특성도

분석하였다. 서로 다른 경로에 따라 준비된 흑연 기판의

시편 정보를 Table 1에 요약하였다.  

흑연 기판 위에 SiC 화학 증착은 Methyltrichlorosilane

(MTS : CH3SiCl3)를 이용하여 1,350
o
C에서 10시간 동안 수

행하였다. 증착층의 두께는 0.9 ~ 1 mm 이었다. 증착층의

흑연 기판 대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기판으로 사용된

흑연을 900
o
C, 공기 중에서 4시간 열처리하여 흑연을 태

워서 제거하고, 남은 재는 아세톤에 담가 초음파 세척기

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였다.

연마된 흑연 기판과 SiC 증착층 대면의 표면 상태를 관

찰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JSM5200, Jeol Co., Japan)

을 이용하여 미세구조를 살펴보았으며, 표면 거칠기는 표

면조도계(SV-624, Mitotoyo Co., Japan)를 이용하여 1개의

시편에 대하여 3 영역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균값을 취하

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가공정도와 열처리 여부에 따른 기판 표면 상태를 살

펴보기 위하여 Table 1에 준비방법이 요약된 4개의 흑연

기판을 준비하였으며, Fig. 1(a), (c)와 (b), (d)에 열처리 전

에 #200 연마지만으로 연마한 흑연기판 시편(#1)과 #200

연마지 연마에 이어 #2400 연마지로 연마한 시편(#3)의

표면과 수직 전단면의 미세구조를  각각 나타내었다. 표

면 조도 평균값이 각각 2.68 µm와 0.36 µm 이었는데, 그

림에서 볼 수 있듯이 흑연 면의 거친 정도의 차이를 뚜

렷하게 비교할 수 있었다. #200 연마지로 거친 연마한 면

은 굴곡이 있는 groove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2400 연

마지로 연마한 면은 groove는 제거되었지만, 표면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굵은 scratch의 흔적이 관찰되었다. 수직

단면에서도 높낮이의 차이가 거의 없는 부드러운 연마면

이 관찰되나 연마 표면 바로 하부에 작은 2차원적인 void

가 관찰되었다. 연질의 흑연 특성을 고려하면 미세연마를

Table 1. Designation of Samples According to the Preparation Methods for Substrate

Preparation method

Specimen number
#220 #220+#2400

Before heat treatment for 

purification

After heat treatment for 

purification

#1 ○ ○

#2 ○ ○

#3 ○ ○

#4 ○ ○

Fig. 1. Microstructures of as-polished graphite substrates showing

different surface roughness : (a), (c) rough polished sur-

face, #1 and (b), (d) smooth  polished surfac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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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거친 연마에서 발생한 scratch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에 표면의 흑연 입자들이 연마에 의해 뭉개지며 scratch

표면을 덮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표면 미세구조

에서 관찰된 scratch 흔적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고순화 고온 열처리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열

처리 된 흑연 기판들의 표면조도도 측정하였다. 고순화

열처리 후의 표면 조도는 #220 연마지만으로 거친 가공

한 기판(#2)의 경우가 3.10 µm이었고, #2400 연마지까지

사용한 경우(#4)가 0.77 µm 이었으며, 고순화 열처리를 하

므로 흑연 기판의 표면조도가 커졌음을 알 수 있었다. 특

히 #2400 연마지까지 미세 연마한 면에서 표면조도 값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컸다. 저압 할로겐 기체 분위기에서

흑연의 고순화 열처리는 불순물로 포함된 금속성분이 할

로겐 기체와 반응하여 할로겐 화합물로 증발되어 흑연의

순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5)

 따라서 원재료 흑연의 순도에

따라 고순화 되는 반응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원재료 흑연은 공급자가 제공한 자료에 의

하면 금속 불순물이 수 십 ppm 이하인 반도체 치구용 소

재이므로 고순화 처리하는 동안 화학적 반응으로부터 발

생되는 결함의 양은 흑연의 표면조도 변화에 크게 영향

을 주지 못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고순화 열처리를

하므로 증가된 표면조도는 열처리를 저압에서 하는 점과

흑연이 연질의 입자로 연마된 면에 잔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화학적이 반응보다는 흑연입자의 연마면으로부

터 물리적인 이탈에 의한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흑연 기판 위에 MTS를 출발원료

로 하여 SiC를 화학증착하여 코팅하고, 공기 중에서 열처

리하여 흑연기판을 제거한 SiC 증착물을 얻었다. SiC 증

착물과 흑연이 맞닿았던 면은 SiC 피복관 튜브의 안쪽 면

에 해당되므로 SiC 쪽의 맞닿았던 표면의 상태에 대한 특

성이 SiC 튜브의 피복관 적용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표면 특성이 다른 4 종류의 흑연기판

에 증착된 SiC 층의 흑연 기판과 맞닿았던 면에 대한 표

면 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면 조도와 미세구조 변화

를 평가하였다. Fig. 2는 SiC 증착층의 흑연 기판과 맞닿

았던 면의 흑연이 제거된 뒤 관찰된 표면의 미세구조이

다. (a)와 (b)는 고순화 열처리를 하지 않고 #200 연마지

만으로 연마한 기판과 #2400 연마지로 연마한 기판을 이

용한 SiC 증착층의 미세구조이다. Fig. 1의 흑연 기판 표

면 미세구조와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으며, 연마 정도에 따라 얻어진 흑연기판의 거칠기가

SiC 증착층에 그대로 반영된 예측 가능한 특성을 나타내

었다. 그러나 연마정도는 같고 고순화 열처리(c)와 고순

화 열처리하지 않은(b) 흑연기판을 사용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표면 거칠기 특성을 지닌 미세구조가 관찰되었다.

고순화 열처리를 하지 않은 기판을 사용한 경우(b)에는

Fig. 1의 미세연마 면에서 관찰된 굵은 scratch 흔적과 유

사한 흔적이 증착층에서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고운 표

면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고순화 열처리를 한 기판을 이

용한 시편(c)에서는 열처리를 하지 않은 시편에 비하여

굵은 scratch를 포함한 거친 표면이 관찰되었다. 이는 고

순화 열처리를 하면서 증가된 흑연기판의 표면조도 증가

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서로 준비조건을 달리한 흑연 기판으로부터 얻어진 SiC

증착층의 표면 거칠기를 시편 당 3 영역에서 측정하여 평

균한 값을 Table 2에 요약하였고, 각 시편의 대표적인 표

면 조도 곡선을 Fig. 3에 나타내었다. 표면 거칠기는 미

세연마/고순화 열처리 전(#3) <거친연마/고순화 열처리 전

(#1) <미세연마/고순화 열처리 후(#4) <거친연마/고순화

열처리 후(#2)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평균값은 3.069,

4.273, 6.401 및 6.599 µm 이었다. 고순화 열처리를 하지

않으면 흑연 기판의 거친 표면 상태가 반영되어 미세 연

Fig. 2. Microstructures of as-deposited SiC surface contacted

with different prepared graphite substrates: (a) rough

polished, sample #1, (b) smooth polished graphite,

sample #3 and (c) smooth polished, sample #4 (Graphite

was burnt out at 900
o

C after deposition of SiC).

Table 2. Surface Roughness of SiC Layers with Standard Deviation (SD)

Specimen Number

Surface Roughness
#1 #2 #3 #4

Ra(ave), µm 4.273 6.599 3.069 6.401

SD 3.128 5.003 2.261 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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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 기판에서 더 낮은 표면조도를 갖는 증착면을 얻을

수 있었지만, 고순화 열처리를 하면 연마정도만으로 증착

층의 표면 거칠기를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 시편 #1

과 시편 #4를 비교하여 보면, 기판을 미세연마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고순화 열처리를 하면 열처리 하지 않은 거

친 연마면의 기판을 이용한 경우보다 증착층의 표면조도

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

면조도의 편차 값도 고순화 열처리를 하므로 크게 증가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현상은 Fig. 3(d)의 미세

연마 및 고순화 열처리한 기판을 이용한 시편(#4)에서 얻

어진 표면조도 곡선을 살펴보면 열처리의 영향을 간접적

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시편 #4의 표면조도 곡선에는

일정한 크기의 peak가 불연속적으로 관찰되며, 이는 Fig.

1(b)와 Fig. 2(c)에서 관찰되었던 굵은 scratch 흔적과 관련

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화학증착 공정 특성상 기판의 표

면상태가 증착층의 표면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점과 SiC를 흑연 기판에 증착할 때 흑연과의 반응이 없

는 점을 고려하면, 흑연기판에서는 저압 열처리를 하므로

연마면의 표면상태가 연질 흑연의 물리적인 이탈 등으로

표면조도가 증가되어 증착층의 표면조도에 영향을 미쳤

으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증착반응도 저압에

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증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저압의

수소 분위기에서 승온되며, 이 공정 동안 흑연 이탈에 의

한 표면 거칠기의 증가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400 번으로 연마 후 고순화 열처리한 흑연 기

판을 증착반응과 같은 조건으로 1350
o
C 까지 저압 수소

분위기로 승온하여 30분 유지한 후 표면조도를 측정하

였다. 고순화 열처리한 후의 표면조도가 0.77 µm이었는데

승온 열처리 후의 표면조도는 1.23 µm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저압 승온과정에서도 고순화 열처리 과

정과 유사하게 흑연 입자의 물리적 이탈이 계속되어 표

면조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400 번으로 연마 후 고순화 열처리한 흑연 기판에서

얻어진 표면조도 변화곡선인 Fig. 3(d)에서는 고순화 열처

리 하기 전 기판에서 얻어진 결과와 다른 불연속 peak 곡

선들이 관찰된다. 이 peak들은 #220 연마지로 거친 연마

하는 동안 생긴 scratch로부터 비롯된 결과라 생각되며,

후속 미세연마 단계에서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가정하여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불연속 peaks를 제거하고 표

면 조도를 계산하여 표면조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면조

도 값은 6.401 ± 4.93 µm에서 1.77 ± 1.29 µm로 고순화 처

리를 하지 않은 거친 연마 흑연기판보다 작아졌다. 

따라서 미세 연마를 하는 동안 전 단계에서 형성된 굵

은 scratch의 완전 제거뿐만 아니라 단계별 세척과정이 연

마공정에서는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흑연과

같이 연질인 소재에서는 기판 준비단계의 열처리 조건과

연마 및 세척과정이 정밀하게 제어되어야만 원하는 표면

조도를 갖는 증착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4. 결  론

삼중 층으로 구성된 SiC 피복관 개념에서 내측 튜브를

Fig. 3. Surface roughness curves of deposited SiC on the different prepared graphites : (a) #1, (b) #2, (c) #3, and (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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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증착법으로 제조 시 증착층의 표면조도는 기판의 표

면 상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판의 표면조도를

달리하여 증착층과 기판과 맞닿은 면에 대한 표면조도 변

화를 연마정도와 고순화 열처리 유무에 따라 관찰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증착된 SiC의 흑연 기판과 맞닿은 면의 표면조도 변

화는 미세연마/미고순화 열처리(#3) <거친연마/미고순화

열처리(#1) <미세연마/고순화 열처리(#4) <거친연마/고순

화 열처리(#2)한 기판을 이용한 순서로 커졌으며, 평균 표

면조도 값은 3.069, 4.273, 6.401 및 6.599 µm이었다.

2) 거친 연마(#220)와 미세 연마(#2400)로 가공되어 표

면조도가 다른 흑연기판을 이용하여 SiC를 증착하면 미

세연마 된 기판을 이용한 증착층에서 낮은 표면조도 값

이 작았지만, 흑연기판의 불순물 제어를 위한 고순화 열

처리 공정은 표면조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여 표면

조도 값이 커졌다. 이는 저압 열처리 공정 동안 흑연 기

판 표면에 남아있던 연질 흑연입자의 물리적 이탈에 의

한 흑연기판의 표면조도 증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3) 고순화 열처리된 기판을 이용한 증착층의 표면 조도

곡선을 보면 비정상적으로 높게 튀는 peak들이 불연속적

으로 관찰되며, 이는 미세 연마단계에서 굵은 scratch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scratch가 미세 연마단계에서 제거되었다고 가정하여 불연

속 peak들을 임의로 제거하여 표면조도를 계산하면 표면

조도 값이 6.401 ± 4.93 µm에서 1.77 ± 1.29 µm로 감소한

미세 연마면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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