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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ISO coated particles with a ZrC barrier layer were fabricated by a fluidized-bed chemical vapor deposition (FBCVD) method
for a use in a very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VHTR). The ZrC layer was deposited by the reaction between ZrCl4 and CH4

gases at 1500
o
C in an Ar+H2 mixture gas. The amount of free carbon codeposited with in ZrC was changed by controlling the dilution

gas ratio. Near-stoichiometric ZrC phase was also deposited when an impeller was employed to a ZrCl4 vaporizer which effectively
inhibited the agglomeration of ZrCl4 powders during the deposition process. A near-stoichiometric ZrC coating layer had smooth
surface while ZrC containing the free carbon had rough surface with tumulose structure. Surface roughness of ZrC increased further
as the amount of free carbon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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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 4세대 원자로 중의 하나인 초고온가스냉각로(Very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VHTR)에는 TRISO

(TRistructural ISOtropic) 피복입자 핵연료가 사용된다. 기

존의 TRISO 피복입자는 약 0.5 mm 직경을 갖는 구형

UO2 입자에 buffer pyrolytic carbon(PyC), Inner PyC(IPyC),

SiC, Outer PyC(OPyC)의 4 개의 코팅층으로 이루어진 구

조를 가진다. 그러나 화학기상증착(chemical vapor depo-

sition, CVD) 방법에 의해 증착된 SiC 층은 1800
o
C 이상

의 온도에서 β-SiC 에서 α-SiC상으로 상 변화가 일어나

며, 핵분열 생성물인 Pd와 반응하여 Pd2Si가 형성됨으로

써 물성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1-5)

따라서 핵분열 생성물과의 반응성이 낮은 ZrC를 대체 피

복층으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ZrC는

SiC에 비해 고온 안정성이 우수하여 핵연료의 허용 최대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 원자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핵분열 생성물인 
137

Cs 등의 고온 확산속

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핵분열 생성물의 담지 능력이 매

우 우수하다.
6-7) 
그러나, CH4 등의 탄화수소 계를 원료물

질로 사용하는 CVD 공정에서는 탄화수소의 고온 열분해

에 의해 ZrC 상에 유리탄소(free carbon)가 쉽게 형성될

수 있으며 ZrC의 경우 열역학적으로 순수한 ZrC보다는

ZrC1-x 또는 ZrC+C가 생성되기 쉽다.
8)

 이러한 유리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ZrC는 중성자 조사 저항성, 고온 기계적

특성, 핵분열 생성물의 담지 능력 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핵연료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

 일반적

으로 탄소의 원료기체로 쓰이는 탄화수소의 양이 과다 공

급될 경우에는 ZrC 상과 함께 유리탄소에 의한 2 차상이

형성될 수 있고, 유리탄소 상에 의해서 ZrC 층의 표면 형

상이 변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10,11)

 

본 연구에서는 TRISO 피복입자의 ZrC 층을 증착하기

위해 희석기체비를 변화시킴으로써, ZrC 내에 유리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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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을 조절하였으며, ZrCl4 분말의 승화장치를 개선하

여 화학양론비를 가지는 ZrC를 얻고자 하였다. SEM 및

TEM 분석을 통해 유리탄소의 형태 및 표면 구조의 변화

를 관찰하였으며, 라만(Raman) 분석을 통해 ZrC 및 유리

탄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약 500 μm의 직경을 갖는 ZrO2 입자가 유동되고 있는

환경에서 유동층 화학기상증착법(fluidized-bed chemical

vapor deposition, FBCVD)에 의해 ZrC-TRISO 피복입자를

제조하였다. 1500
o
C의 증착 온도에 도달하였을 때 2000

cm
3
/min 유량의 Ar 기체가 흐르는 상태에서 ZrO2 입자를

반응기의 위쪽 부분에서 장입하였다. 또한 반응 기체와

유동화 기체가 동시에 공급되는 환경에서 입자가 정상유

동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4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

는 피복층은 1900 - 4000 cm
3
/min으로 총 유량을 변화시

키면서 ZrO2 입자가 정상 유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buffer

PyC/IPyC/ZrC/OPyC 층을 연속적으로 증착하였다. 다공성

피복층인 buffer PyC 층은 Ar과 C2H2의 혼합기체를 사용

하여 1350
o
C에서 증착하였으며, 고밀도의 IPyC 및 OPyC

층은 Ar, C2H2 및 C3H6의 혼합기체를 사용하여 1300
o
C에

서 증착하였다. ZrC 층은 1500
o
C에서 ZrCl4와 CH4의 반

응을 통해 증착되었다. ZrCl4 분말(> 99.9%, Sigma-Aldrich)

은 Ar이 341 cm
3
/min의 유량으로 흐르는 310

o
C 온도의 승

화기(vaporizer)에서 기체로 변하며 반응기로 공급되었다.

승화기 내부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스로틀(throttle)

밸브를 이용하여 유량을 조절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입

력기체비(input gas ratio, α = (H2 + Ar)/(ZrCl4 + CH4))는

25로 유지 되었다. 희석 기체는 Ar과 H2를 사용하였으며,

희석기체비(dilution gas ratio, rD = Ar/(Ar + H2))는 0.2와

0.5로 변화시켰다. 또한 ZrCl4 승화 시에 ZrCl4 분말의 응

집(agglomeration)을 막기 위해서 ZrCl4 분말의 승화기 내

부에 임펠러(impeller)를 적용하였다. Fig. 1은 일반적인

ZrCl4 승화장치와 임펠러를 적용한 ZrCl4 승화기의 구조

를 보여주고 있다. ZrC 층의 증착 조건은 Table 1에 나타

내었다. TRISO 입자의 ZrC 층의 미세조직을 분석하기 위

해 주사 전자 현미경(SEM, VEGA-3, TESCAN)과 투과

전자 현미경(TEM, JEM-2100F, JEOL LT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ZrC 내에 존재하는 유리탄소 2차상의 분

율은 TEM 이미지 분석을 통해 이루어 졌다. 라만 마이

크로 분광 분석기(Raman micro spectroscopy, LabRAM

HR UV/Vis/NIR PL, Horiba Jobin Yvon)를 이용하여

ZrC 층의 특성 및 2 차상의 형성 유무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ZrC-TRISO 피복입자의 미세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TRISO 피복입자는 약 0.5 mm 직경의 ZrO2 미세구에

buffer PyC, IPyC, ZrC, OPyC의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음

을 알 수 있다. ZrC 층에서 기공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OPyC 층과의 경계에서 거친 표면 형상을 가진다. Fig. 3은

Fig. 1. ZrCl4 vaporizer systems: (a) a static ZrCl4 vaporizer

and (b) an impeller driven ZrCl4 vaporizer.

Fig. 2. Microstructure of a TRISO coated particle with a ZrC

layer.

Table 1. Deposition Conditions of ZrC Layers

Samples Temperature (
o
C) rD=Ar/(Ar+H2) Total flow of CH4 Type of vaporizer

ZTR-1 1500 0.5 31 Impeller

ZTR-2 1500 0.2 31 Static

ZTR-4 1500 0.5 31 St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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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 조건에 따른 ZrC의 라만 분광 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ZTR-1 시편의 경우, 202 cm
−1

, 297 cm
−1

, 532 cm
−1

,

642 cm
−1
에서 라만 피크가 관찰이 되었다. 이들은 ZrC의 탄

소 결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미량의 탄소 공공

(vacancy)이 존재하는 ZrC1−x 상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

다.
12)

 반면 ZTR-2와 ZTR-4의 경우 탄소 결손으로 인해 발

생되는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1350 cm
−1
와 1585 cm

−1

에서 강한 피크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불

규칙한 격자구조를 가지는 흑연상의 탄소로부터 발생하

는 피크로, 흑연상의 탄소가 ZrC 내에 2 차상의 형태로

증착되었기 때문이다. 

Fig. 4는 ZrC 증착층의 TEM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ZTR-1 시편의 ZrC 층에서는 유리탄소가 관찰되지 않

으며, 결정립의 크기가 다른 시편에 비해 비교적 조대하

고 결정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ZTR-2와 ZTR-4 시편은 ZrC와 함께 유리탄소가 2 차상으

로 형성이 되었다. 또한, 희석기체 내에 수소 기체의 양

이 적은 환경에서 증착된 ZrC (Fig. 4(c))에 비해 수소 기

체량을 증가시킨 시편에서(Fig. 4(b)) 유리탄소의 분율이

크게 감소되었다. 이러한 유리탄소는 아래 반응식에서 볼

수 있다시피, CH4의 열분해에 의한 잔류 탄소에 의해 발

생하는 것으로, H2의 양이 증가하면서 CH4의 열분해 속도

가 줄어들며 잔류 탄소의 생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

한, H2의 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ZrCl4의 분해가 촉진되어

잔류 탄소와 반응이 증가할 수 있다.

xCH4 + ZrCl4 + 2(1-x)H2 = ZrCx + 4HCl (1)

ZrClx (g) + 1/2H2 (g) = ZrClx-1(g) + HCl(g) (2)

CH4(g) = C(s) + 2H2(g) (3)

Fig. 4(d)는 ZTR-4의 ZrC 층 내에 형성된 유리탄소 상

의 미세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ZrC 층에 생성된 유리탄

소는 결정립 내에서는 c축 방향으로 배열된 격자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각각의 결정립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우

선 배향성이 없는 등방성 구조의 열분해탄소(isotropic

pyrolytic carbon)로 나타났다.
13)

 

Fig. 5는 ZrC에 포함되어 있는 유리탄소의 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임펠라를 적용한 ZrCl4 승화기에 의해 반응기

체가 공급된 ZTR-1에서는 ZrC 증착층의 모든 영역에서

유리탄소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H2:Ar 비율이 4 : 1인

희석기체 환경에서 증착된 ZrC의 경우 약 2.1%의 유리탄

소가 형성되었으며, 1 : 1인 조건에서 증착된 ZrC는 약 5.2

%의 유리탄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임펠러를 ZrCl4

승화기에 적용하여 ZrCl4 분말의 응집을 방지함으로써,

ZrCl4/CH4 기체비가 늘어났으며, ZrC 반응에 참여하지 않

는 과량의 CH4은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수소 희

Fig. 3. Raman micro spectroscopy analysis of ZrC coatings.

Fig. 4. TEM microstructures of ZrC coatings: (a) ZTR-1, (b)

ZTR-2, (c) ZTR-4, and (d) free carbon in ZrC.

Fig. 5. Volume fraction of free carbon in different ZrC

co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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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체 역시 ZrClx의 반응을 늘리고, 동시에 CH4의 반응

속도를 효과적으로 줄임으로 인하여, 유리탄소상의 형성

을 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6은 탄소 함량이 다른 ZrC 증착층의 표면 형태 변

화를 보여주고 있다. ZrC 내에 탄소의 함량이 높아질수

록 ZrC 층의 표면은 거칠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리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ZTR-1 시편은 ZrC/OPyC 계

면에서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으나, 유리탄소를 포함

하고 있는 ZTR-2와 ZTR-4 시편은 거친 표면을 가지는

ZrC가 형성되었다. 또한, 유리탄소의 함량이 높은 ZTR-4

가 ZTR-2에 비해 더욱 거친 표면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Wagner등의 연구에 의하면,
10)

 비화학양론의 ZrC가

형성되더라도 유리탄소상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ZrC

증착층은 매끈한 표면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ZrC의 결합

에 참여하지 않는 탄소의 양이 늘어 날수록 표면은 매끄

러운 구조에서 거친 표면을 가지는 tumulose 구조로 변하

고, 이러한 형상의 변화는 특히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CH4가 증가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4. 결  론

ZrC가 코팅된 TRISO 피복입자를 유동층 화학기상침착

법으로 제조하였다. ZrCl4와 CH4를 원료 기체로 사용하여

1500
o
C 온도에서 증착된 ZrC 층의 경우 ZrCl4 분말의 응

집에 의해 ZrCl4/CH4의 분율이 낮아지는 효과로 인하여,

불규칙한 흑연구조를 갖는 유리탄소가 형성되었다. ZrCl4

승화기에 임펠러를 적용할 경우, ZrCl4의 응집이 방지되

어 ZrCl4의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됨으로써 유리탄소가 존

재하지 않는 ZrC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ZrC는 완전한 화

학양론비를 갖기 매우 어려운 물질로서 유리탄소가 존재

하지 않는 경우에는 탄소 공공을 포함하는 ZrC1-x의 상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희석기체에서 수소의 분율을 증

가시킴에 따라 CH4의 열분해가 줄어들고 ZrClx의 분해가

촉진되며 ZrC 상에 형성된 유리탄소의 양을 줄여 주었으

나, 유리탄소의 형성을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했다. 또한

유리탄소가 증가함에 따라 ZrC 표면 형태는 거친 tumulose

구조로 변하였다. 따라서 조절유리탄소의 형성을 방지하

고 화학양론비를 가지는 ZrC를 증착하기 위해서는, 임펠

러와 분말 피더(feeder) 장치 등을 이용하여 ZrCl4 분말의

승화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며, 수소 희석기체를 정밀하게 조절함으로써 화학양론비

를 가지는 ZrC 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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