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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ully ceramic micro encapsulated (FCM) nuclear fuel is a concept recently proposed for enhancing the stability of nuclear fuel. FCM
nuclear fuel consists of tristructural-isotropic (TRISO) fuel particles within a SiC matrix. Each TRISO fuel particle is composed of
a UO2 kernel and a PyC/SiC/PyC tri-layer which protects the kernel. The SiC ceramic matrix is created by sintering. In this FCM fuel
concept, fission products are protected twice, by the TRISO coating layer and by the SiC ceramic. The SiC ceramic has proven
attractive for fuel applications owing to its low neutron-absorption cross-section, excellent irradiation resistivity, and high thermal
conductivity. In this study, a SiC-matrix composite containing TRISO particles was sintered by hot pressing with Al2O3-Y2O3 additive
system. Various sintering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to obtain a relative density greater than 95%. The internal distribution of TRISO
particles within the SiC-matrix composite was observed using an x-ray radiograph. The fracture of the TRISO particles was
investigated by means of analysis of the cross-section of the SiC-matrix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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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1년 후쿠시마의 LOCA (Loss of Coolant Accident)로

인한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핵연료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사고저항성

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연료의 요건은 크게 두 가지를 만

족 시켜야 한다. 첫 번째는 정상운전 조건에서 기존 UO2

핵연료 및 Zircaloy 클래딩 시스템 대비 동등 이상의 성

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중대사고 조건에

서 고온 구조적 건전성이 향상되어야 하며, 사고 대응시

간이 증가해야 하고 수소 발생량이 현저히 저감되어야 한

다. 그 중에서 새로운 핵연료 시스템으로 핵연료의 안정

성을 높이기 위하여 FCM (Fully Ceramic Microencapsula-

ted) 핵연료 개념이 제시되었다.
1-3)

 FCM 핵연료는 TRISO

입자와 SiC (Silicon Carbide) 매트릭스로 구성된 핵연료로,

핵분열에 사용되는 UO2 커널을 PyC/SiC/PyC 삼중층으로

보호하고 있는 TRISO 입자와 TRISO 입자를 내부에 포

함하고 있는 SiC 소결체로 이루어져 있다. 핵연료 내부에

서 생성되는 핵분열생성물을 TRISO 코팅 층과 SiC 매트

릭스에서 이중으로 막아주어 사고저항성을 향상시키는 구

조로 되어있다. TRISO 입자의 SiC 층은 화학기상증착법

을 사용하여 제조하며 입자 내부의 핵분열 생성물을 외

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고온에서 TRISO 입자의

구조 건전성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4)

 TRISO 입자

를 둘러싸고 있는 SiC 매트릭스 층은 SiC 분말로부터 소

결을 통해 제조하며, 외부 환경에서 TRISO 입자를 보호

하고 내부에서 생성된 핵분열 생성물을 외부로 빠져 나

오지 않도록 이중으로 보호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SiC 세라믹스는 낮은 중성자 흡수 단면적과 조사 저

항성이 우수하고 고온에서의 강도가 뛰어나므로 사고저

항성 핵연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5,6)

또한 SiC는 UO2에 비해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고 있어서

UO2 핵연료 시스템에 비해 중심부와 바깥 온도 차이가

낮아 내부 에너지를 줄이고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을 줄일

수 있다.
3)

SiC 세라믹스는 강한 공유결합 성질과 낮은 자체확산

계수로 인해 일반적으로 금속 산화물 첨가제를 첨가하여

액상 소결을 통해 합성하게 된다. 주로 알려진 금속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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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첨가제는 Al2O3, Y2O3, Al2O3-Y2O3, Al2O3-Y2O3-CaO

등의 시스템이 있다.
7-10)

 고온가압소결 (Hot pressing)은 다

른 이차상을 포함하고 있는 SiC 분말을 소결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다.
11,12)

 SiC 섬유로 이루어진

SiC 복합체 세라믹스를 소결할 때 고온가압소결을 주로

사용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13,14)

 본 연구에서는 TRSIO

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SiC 세라믹스의 소결을 위해서 고

온가압 소결을 사용하였다. TRISO 입자는 최외각 코팅층

이 열분해 탄소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SiC 세라믹스의

소결 시에 TRISO 주위에서 쉽게 소결이 이루어지지 못

하므로 일반적인 방법의 고온가압소결에 비해 다른 소결

조건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경수로에 사용되는 FCM 핵

연료 시스템에서는 원자력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SiC

매트릭스에 많은 양의 TRISO 입자를 포함하는 것이 중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RISO 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SiC 세라믹스를 제조하고 내부의 TRISO 입자의 분

포를 확인하였다. 완전히 치밀화된 SiC 복합체 세라믹스

를 얻기 위해 소결 조건에 따른 밀도 변화를 평가하였고,

SiC 매트릭스의 미세구조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고온

가압소결이 TRISO 입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TRISO

입자의 파손 거동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SiC 복합체 세라믹스를 제조하기 위하

여 화학기상증착법으로 제조한 TRISO 입자와 β-SiC 분

말 (~ 0.5 μm, Grade BF17, H. C. Starck H. C, Berlin, Ger-

many)을 사용하였다.

약 500 μm의 직경을 갖는 ZrO2 입자가 유동되고 있는

환경에서 유동층 화학기상증착법 (Fluidized-bed chemical

vapor deposition, FBCVD)에 의해 TRISO 피복입자를 제

조하였다. 반응기 내에서 증착 온도에 도달하였을 때 Ar

기체가 흐르는 상태에서 ZrO2 입자를 반응기의 위쪽 부

분에서 장입하였다. 또한 반응 기체와 유동화 기체가 동

시에 공급되는 환경에서 입자가 정상유동 상태를 유지하

여야 하므로, 총 유량을 2000 ~ 5000 sccm으로 변화시켜

가며 ZrO2 입자가 정상 유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Buffer

PyC/IPyC/SiC/OPyC 층을 연속적으로 증착하였으며, 사용

된 기체는 각각 C2H2/Ar, C2H2/C3H6/Ar, CH3SiCl3(MTS)/

H2/Ar, 그리고 C2H2/C3H6/Ar이다. SiC 층의 증착 시 입력

기체비(H2/MTS)는 50을 유지하였다. 모든 TRISO 피복입

자의 코팅 층은 입자를 유동시킨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증

착하였다.
15)

TRISO를 포함하는 SiC 세라믹스를 제조하기 위해 액

상소결을 이용하였으며, 소결조제로 1, 3, 5, 7 wt%의

Al2O3 (150 nm, purity 99.9%, Metal Chem Tech, Haryana,

India)-Y2O3 (100 nm, purity 99.9%, Metal Chem Tech,

Haryana, India) 첨가제 (Al2O3:Y2O3 = 7 : 3 몰비율)와 나

노 크기의 5 wt%의 SiC 분말 (45 ~ 55 nm, purity 97.5%,

N & A Materials Inc., Houston, USA)을 사용하였다. 각

분말은 SiC 볼을 사용하여 폴리프로필렌 병에서 에탄올

을 매질로 하여 24시간동안 볼밀링하였다. 볼밀링 후

drying과 sieveing (120 mesh)을 거쳐 조립화된 분말을 28,

34 vol%의 TRISO 피복입자와 혼합하였다. 혼합된 분말

은 소결을 위해 12 mm 직경의 흑연 슬리브에 장입되었

으며, Ar 분위기에서 1700 ~ 1800
o
C의 온도와 20 MPa 의

압력하에서 시간을 변화시켜가며 고온가압소결 하였다.

고온가압소결 샘플의 제조 조건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각 소결체의 밀도는 아르키메데스 방법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SiC 복합체내의 TRISO 분포와 SiC 매트릭스의

미세구조 및 이차상을 분석하기 위해 단면을 컷팅하고 폴

리싱하였으며, 10%의 산소가 포함된 CF4 플라즈마를 사

용하여 에칭하였다. 플라즈마 에칭된 시편은 광학현미경

(OM)과 주사전자현미경 (SEM, S4300; Hitachi Ltd., Hitachi,

Japan)으로 분석하였다. SiC 복합소결체 내의 TRISO 피

복입자의 분포를 관찰하기 위해 X-ray μCT (Skyscan1272,

Bruker, Belgium)를 사용하였다. 장비의 공간 분해능은 2.9

~ 13.3 mm이며, 0.5 ~ 1.0
o
의 각도를 변화시키며 투영된 방

사선 이미지를 수집할 수 있다. X-ray는 60 kV, 166 mA를

사용하였으며 이미지당 0.5초의 노출시간을 사용하였다.

측정 시편은 12 mm 직경을 가지며 4 ~ 6 mm의 높이를 갖

는 펠릿 형태의 샘플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SiC 소결체내에 TRISO 입자를 부피 비율로 포함시키

기 위해서 TRISO 피복입자의 밀도를 측정하였다. 매질로

는 증류수와 에탄올 두 종류를 사용하였으며 밀도 측정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밀도 측정 시 각각의 평가

마다 TRISO 입자는 20 ~ 28개를 사용하였다. 밀도 측정

결과 TRISO 입자의 밀도는 2.656 g/cm
3
의 값을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TRISO 입자를 SiC 분말에 부피 비율로 포

함하여 SiC 복합소결체를 제조하였다.

고온가압소결 온도와 시간에 따른 SiC 복합소결체의 밀

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소결조제 첨가량을 1 ~ 7 wt%,

Table 1. The Hot Pressing Condition of SiC Matrix Composite

with TRISO Particle

Temperature (
o
C) Time TRISO Particle

FM01 1700 1 h 34%

FM02 1800 1 h 34%

FM03 1800 3 h 28%

FM04 1800 5 h 28%

FM05 1750 1 h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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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온도를 1700
o
C에서 1800

o
C까지 변화시키며 1시간

동안 소결한 결과를 Fig. 1(a)에 나타내었다. TRISO 피복

입자의 첨가량에 따른 밀도 변화를 보기 위하여 TRISO

입자의 부피비를 28, 34% 두 종류를 사용하였다. SiC 펠

릿의 밀도는 아르키메데스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TRISO

입자의 무게 분율을 계산하여 상대밀도를 계산하였다. 소

결조제 1 wt%를 첨가한 시편은 1800
o
C까지의 온도에서

도 약 80% 이하의 상대 밀도를 나타내었으며, 3 wt% 이

상의 소결조제를 첨가한 시편은 1750
o
C 이상의 온도에서

90% 이상의 상대밀도를 나타내어 치밀화가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소결조제를 7 wt% 첨가한 시편은

1750
o
C, TRISO 입자 28 vol%에서 상대밀도 98.6%,

1800
o
C, TRISO 입자 34 vol%에서 96.8%를 나타내어 높

은 밀도를 갖는 SiC 복합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3

wt% 이상의 소결조제를 첨가한 경우 소결조제의 첨가량

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상대밀도가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지만 증가량이 크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저

온인 1700
o
C에서는 상대밀도가 감소하였다. 1750

o
C에서

소결 시편의 경우 1800
o
C에서 소결한 시편보다 전체적으

로 상대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TRISO 입자의 함

유량이 1750
o
C 시편의 경우 28 vol%로 1800

o
C 시편의

34 vol%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TRISO 입자가

많이 포함될수록 치밀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소결조제 첨가량을 1 ~ 7 wt%, 소결 시간을 1시간에서

5시간까지 변화시키며 1800
o
C에서 소결한 결과를 Fig. 1(b)

에 나타내었다. 소결조제 첨가량에 따른 SiC 복합소결체

의 상대밀도는 소결온도에 따른 상대밀도의 변화와 유사

하게 나타났다. 소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3시간 이후에는 소결 시

간에 따른 증가량이 크지 않았다. 소결조제를 3 wt% 이

상 첨가한 시편의 경우 1800
o
C에서 3시간 이상 소결하는

경우 95% 이상의 높은 상대밀도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7 wt%의 소결조제를 첨가한 시편은 완전히 치밀화된 결

과를 나타내었다.

소결조제 첨가량에 따른 SiC 복합소결체의 미세구조를

Fig. 2에 나타내었다. 1800
o
C에서 3시간 소결하였으며

TRISO 입자는 28 vol% 포함하는 SiC 복합소결체의 미세

구조를 나타내었다. 1 wt%의 소결조제를 첨가한 시편에

서는 grain의 크기가 1 ~ 2 mm로 입성장이 일부 진행되었

지만 치밀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공공을 많이 포

함하고 있다. 3 wt% 이상의 소결조제를 첨가한 시편을 보

Table 2. Density and the Measurement Condition of TRISO Particle

Medium Di-water Ethanol Ethanol Ethanol Avg.

Num. of TRISO particle 28 20 20 20 -

Density (g/cm
3
) 2.644 2.718 2.670 2.591 2.656

Fig. 1. Relative density of SiC matrix composite including TRISO particle sintered with different sintering additives contents: (a)

with different sintering temperature and (b) with different sintering time.

Fig. 2. SEM micrograph of SiC matrix sintered with different

sintering additives. The specimens are sintered at

1800
o
C, 3 h with 28 vol% TRISO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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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입계에 액상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으며, 첨가한 소결조제가 SiC 분말 표면의 SiO2와 반응하

여 액상을 형성하여 액상소결을 통해 치밀화를 촉진시킨

것을 알 수 있다. 3 wt%의 소결조제를 첨가한 시편에서

는 약간의 공공을 관찰할 수 있으나 소결조제의 양이 증

가하면서 공공의 양이 줄어들어 7 wt%의 소결조제를 첨

가한 시편에서는 공공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소

결조제의 양이 증가할수록 입계의 삼중점 (triple point)에

모이는 이차상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치밀화된 소결체의 미세구조에서 가늘고 긴 grain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SiC 세라믹의 상 변태에 따른 미

세구조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α-SiC상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6,17)

소결조제를 7 wt%, TRISO 입자를 34 vol% 첨가하고

1시간 동안 소결한 시편의 소결온도에 따른 SiC 복합소

결체 미세구조를 Fig. 3에 나타내었다. 1800
o
C에서 소결

한 시편은 액상이 입계에 고르게 분포하며 입자도 고르

게 성장하였으며 3시간 소결한 시편과 달리 가늘고 긴 α-

SiC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Zhan등의 결과에서 열처리 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 β-SiC상이 가늘고 긴 α-SiC상으로 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소결 시간이 1시

간에서 3시간으로 증가함에 따라 α-SiC상이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하였다.
16) 

170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은 입계에는 고

르게 액상이 분포하고 있으나, grain의 크기가 0.5 ~

1 mm 정도로 grain의 성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공

공이 많아 거의 치밀화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시

편의 밀도와 미세구조 분석을 통해 Al2O3-Y2O3 소결조제

시스템에서 1750
o
C 이상의 온도와 3 wt% 이상의 소결조

제를 첨가하면 TRISO 입자를 28 ~ 34 vol% 포함하며 치

밀화된 SiC 복합소결체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SiC 복합소결체 내의 TRISO 입자 분포도를 마이크로

CT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TRISO 입자를 28 vol% 포함

하였으며 1800
o
C에서 3시간 소결한 시편의 x-ray 방사선

이미지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TRISO 입자 내

의 ZrO2 커널의 구형태 음영을 확인 할 수 있다. X-ray

방사선 이미지에서 TRISO 입자의 열분해 탄소층과 SiC

코팅층은 입사된 포톤의 반응성이 SiC 매트릭스와 유사

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원자번호가 높

은 물질인 Zr을 포함하고 있는 ZrO2 커널의 상만 명확하

게 구분할 수 있다. TRISO 입자의 SiC 복합소결체 내 분

포도에서 보면 시편의 하단에 TRISO 입자가 몰려 있으

며 시편의 상단 부분에는 입자가 넓게 분포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고온가압소결을 위해 흑연 슬리브

내에 SiC 분말과 TRISO 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체를

장입할 때, 무거운 TRISO 입자가 혼합분말의 하단으로

위치하게 되어 일어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림에

서 시편의 상단은 TRISO 입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SiC

매트릭스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부분은 치밀화가 높게 진행되고, 반대로 하단에는

TRISO 입자가 뭉쳐 있어 부분적으로 부피비가 시편 전

체의 부피비를 초과하게 되어 하단에는 치밀화가 진행이

늦어지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TRISO 입자를

포함하는 SiC 복합소결체의 완전한 치밀화를 위해서는

TRISO 입자의 균등 분포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SiC 복합소결체 내의 TRISO 입자 형상을 확인하기 위

하여 시편의 단면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시편의 상단 단면 사진인 Fig. 5(a)

에서 TRISO 입자 사이에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

우에는 TRISO 입자의 형상이 원래의 구 형태로 잘 유지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시편의 표면에

TRISO 입자가 붙어 있는 경우 TRISO 입자가 구 형태를

유지 하지 못하고 변형이 일어난다. TRISO 입자의 주위

를 SiC 분말이 둘러싸고 있는 경우에는 고온가압소결시

가압을 할 때 SiC 분말이 완충 작용을 하게 되어 TRISO

입자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림과 같이 표면에 붙

어서 SiC 분말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압력을 받으

면 입자에 변형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시편의 하단 단

면 사진인 Fig. 5(b)에서 보면 TRISO 입자의 코팅층이 깨

Fig. 3. SEM micrograph of SiC matrix sintered with different

sintering temperature: (a) 1700
o
C and (b) 1800

o
C. The

specimens are sintered during 1 h with 7 wt% sintering

additives and 34 vol% TRISO particles

Fig. 4. X-ray radiography of SiC matrix composite sintered at

1800
o
C, 3 h with 5 wt% sintering additives and 28

vol% TRISO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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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거나 입자의 변형이 매우 심하게 일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단면 사진과 앞에서의 x-ray 방사선 이미지에서

나타나듯이 시편의 하단에는 TRISO 입자가 뭉쳐 있으며

이 경우 TRISO 입자 사이에 SiC 분말이 없이 직접 입자

끼리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18)

 이 경

우 단면 사진에서와 같이 TRISO 입자에 심하게 파손이

일어나게 된다. SiC 복합소결체를 핵연료로 사용하기 위

해서는 내부의 TRISO 입자가 고유 형태를 유지하며 파

손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TRISO 입자가 포함

된 SiC 복합소결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TRISO 입자가

서로 직접 닿지 않도록 분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SiC 복합소결체 내의 SiC 매트릭스의 균열과 균열이

TRISO 입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ig. 6에 SiC

매트릭스의 균열과 균열의 전파거동이 나타난 미세구조

를 나타내었다. Fig. 6(a)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경우

SiC 매트릭스의 균열은 TRISO 입자의 외부 열분해 탄소

층을 따라서 전파하게 된다. 이는 TRISO 입자의 내부에

서 생성된 핵분열 생성물의 보호에 매우 중요한 거동으

로, 외부의 충격등으로 인해 SiC 소결체의 파손이 생성되

어도 내부 TRISO 입자가 다시 한번 보호해 줄 수 있으

므로 사고저항성 핵연료 시스템에 중요한 부분이다.
2)

 그

러나 Fig. 6(b)에서 SiC 매트릭스에의 균열이 TRISO 입자

외부 표면으로 전파되는 것 뿐 아니라 TRISO 입자의 코

팅층 즉, 내부 열분해 탄소층, SiC 층, 내부 열분해 탄소

층, 그리고 버퍼 열분해 탄소층까지 전파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TRISO 입자 코팅층의 파손은 매트릭스

의 균열이 전파되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소결 시 TRISO

입자가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의 압력에 의해 발생할 수

도 있다.
18)

 이와 같은 TRISO 입자 코팅층의 파손은 FCM

핵연료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SiC 복합소결체의 제

조 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결  론

FCM 핵연료 개념에 사용되는 TRISO 입자를 포함하는

SiC 복합소결체를 고온가압소결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Al2O3-Y2O3 시스템과 나노 크기의 SiC 분말을 소결조제

로 사용하였으며 TRISO 입자는 28 ~ 34 vol%를 혼합하였

다. TRISO 입자는 ZrO2를 커널로 사용하였으며 화학기상

증착법을 사용하여 Buffer PyC/Inner PyC/SiC/Outer PyC

층을 코팅하였다. 소결 온도, 소결 시간, 소결 조제 첨가

량에 따라서 SiC 복합소결체를 제조하였으며, 1750
o
C 이

상의 온도에서 3 wt% 이상의 소결조제 첨가량을 가질 때

95% 이상의 상대밀도를 갖는 SiC 복합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1800
o
C에서 7 wt% 소결조제 첨가 시

3시간 이상 소결할 경우 완전히 치밀화된 SiC 복합소결

Fig. 6. SEM micrograph of SiC matrix composite including

TRISO particles. (a) Propagation of a crack around the

outer surface of TRISO particle and (b) Propagation of

cracks through coating layer of TRISO particle.

Fig. 5. Optical micrograph of SiC matrix composite including

TRISO particles: (a) The upper part of the specimen

and (b) The bottom part of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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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X-ray 방사선 이미지로 SiC 복합소결체 내의 TRISO 입

자 분포도를 확인하였으며, 소결체 하단에 TRISO 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TRISO 입자가 서로 맞닿은 경

우에 쉽게 TRISO 입자의 파손이 일어남을 단면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소결체 내 TRISO 입자가 일정한 거리

를 가지고 SiC 매트릭스를 사이에 두고 존재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SiC 매트릭스의 균열 전파 거동에서 대부분의

균열이 TRISO 입자의 외부 열분해탄소층을 따라서 전파

하지만 일부 TRISO 입자의 코팅층을 파손 시키는 경우

를 확인하였다. SiC 복합소결체를 사고저항성 핵연료 시

스템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파손이 일어나지 않

도록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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