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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overcome the low mechanical strength and corrosion behavior of a carbon steel canister at high temperature condition of a deep bore-
hole, SiC ceramics were studied as an alternative material for the disposal canister. In this paper, a design concept for a SiC canister, along 
with an outer stainless steel container, was proposed, and its manufacturing feasibility was tested by fabricating several 1/3 scale canisters. 
The proposed canister can contain one PWR assembly. The outer container was also prepared for the string formation of SiC canisters. 
Thermal conductivity was measured for the SiC canister. The canister had a good thermal conductivity of above 70 W·m-1·K-1 at 100℃. 
The structural stability was checked under KURT environment, and it was found that the SiC ceramics did not exhibit any change for the 
3 year corrosion test at 70℃.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SiC ceramics could be a good alternative to carbon steel in application to 
deep borehole disposal can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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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준위폐기물을 지하 500 m 부근의 무산소 심부 지반에 

처분하고자 하는 심지층 처분연구가 많은 나라에서 수십 년

간 수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수천 년에서 수십만 년에 이르

는 금속 처분용기의 부식수명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남아 있

다. 500 m 심부 환경은 부식을 야기하는 산소가 없지만, 시

추공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에 포함된 황화합물과 같은 잠재

적 부식인자의 영향, 그리고 방사분해로 발생되는 H2O2 또

는 라디컬에 의한 부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1]. 한편, 최근

에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용기의 보다 안전한 영구처분을 위

해 500 m보다 더 깊은 지 3~5 km 심부시추공에 처분용기를 

매몰하려는 연구가 유럽지역과 미국 등 몇몇 나라에서 검토

되고 있다[2-4]. 지하 3~5 km 심부는 고염분 층상 지하수체

가 지표의 지하수체와 전혀 혼합되지 않고 지하에 정체된 상

태로 부존하기 때문에 방사성 핵종의 지상유출이 희박하며, 

지각 변동에 의한 시추공의 영향도 무시될 정도로 줄어든다

는 장점이 있다[2]. 

따라서 심부시추공 처분용기는 부식수명보다는 구조적 

강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터운 탄소강관을 밀봉

한 단순한 구조로 설계된다[5]. 하지만 심부 3~5 km는 100℃ 

이상의 지열과 사용후핵연료에서 나오는 붕괴열로 인해 처

분용기 주변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이 상승한다. 또한 심부

의 지하수압이 5 km 깊이에서 약 57 MPa에 달하기 때문에 

처분용기의 기계적 구조 설계가 매우 중요해진다[6, 7]. 

심부시추공 탄소강 처분용기는 크게 두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는 처분용기가 두터운 강관으로 제작되므로 매우 무겁다. 

고하중 처분용기는 심부시추공 처분공정에서 매우 불리하

게 작용한다. 심부 3~5 km까지 내리는 정치공정 시간을 줄

이기 위해서 한번에 내리는 처분용기의 수량은 10~40개로 

행렬을 이루게 되며, 무거운 처분용기는 정치용 권상기구와 

하강용 파이프에 큰 부하를 주게 된다. 따라서 한 번에 내

릴 수 있는 처분용기의 개수는 처분용기의 자체 하중에 따

라 제한 될 수밖에 없고, 공정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처분용기의 중량을 줄일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개수의 처분

용기를 내려 운영기간을 줄임으로써 경제적으로 이득을 가

져올 수 있다. 두번째 탄소강관 처분용기의 단점은 고온으

로 갈수록 기계적 강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8, 9]. 5 km 심

부는 지열로 인해 160℃까지 오를 수 있으며, 처분용기에 

장입된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로 인해 용기 중심 온도는 최

대 3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0]. 구조용 탄

소강이 400℃를 기점으로 항복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을 고려할 때[9], 탄소강 외에 열적으로 안정한 처분용기 재

료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탄소강이 가지는 고중량

과 고온에서의 강성 저하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SiC를 심부시

추공 처분용기 재료로 고려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

였다. SiC 심지층 처분(Deep geological disposal or Mined 

disposal)용기는 이미 A. Kerber[11] 등에 의해 이미 2013년

경 제안된 바 있다. 처분 깊이가 3~5 km에 달하는 심부시추

공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용기의 부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

을 수 있기에 부식되지 않는 SiC 세라믹 용기는 적합한 대안

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SiC는 내

부식성 말고도, 금속보다 가볍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고, 

중심단어: 실리콘 카바이드, 세라믹 처분용기, 심부시추공 처분, 핵연료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

본 연구에서는 탄소강 심부시추공 처분용기가 가지는 고온에서의 물성 저하와 내부식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전도

도가 우수한 SiC를 이용한 심부시추공 처분용기의 제작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1다발을 수용할 수 

있는 심부시추공 처분용기를 설계하였으며, 설계된 처분용기는 내부 SiC 기밀용기와 취급 편의와 심부정치를 위한 외부 스

테인리스 용기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SiC 세라믹 용기의 제작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1/3 규모의 소형 SiC 용기를 실제 제

작하였다. 제작된 SiC 용기에서 시편을 추출하여 열전도도를 측정하였으며, KURT 지하 70℃ 고온조건에서 3년간 내구성 시

험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SiC는 100℃에서도 70 W·m-1·K-1 이상의 열전도도를 보였으며, 내구성 시험 후에도 변화가 전혀 보

이지 않았다. 따라서 SiC는 높은 열전도도와 우수한 내부식성을 갖고 있어, 심부시추공 처분용기 재료로 적합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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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열전도도는 탄소강보다 높다는 장점이 있다[12, 13]. 

따라서 심부시추공 처분용기로서 SiC가 적합한 재료라

고 본 논문에서는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SiC 용기는 5 km 심

부 처분환경에서 예상되는 400℃의 높은 온도에도 SiC는 기

계적 강도 저하가 거의 없으며, 내부 붕괴열의 발산에 유리

한 높은 열전도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SiC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설계와 소형 SiC 용

기의 제작 사례를 보였다. 그리고 국내 심부환경에서 SiC가 

적합한 재료인지 평가한 시험내용을 함께 제시하였다.

 

2. 선행 연구

SiC는 높은 강도, 고온에서의 구조적 안정성, 그리고 뛰

어난 내방사선 때문에 원자력 분야에서 구조재로 사용하려

는 노력이 많이 있어왔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경수

로 핵연료 피복관 재료로서 사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14]. 

SiC 피복관 제작공정은 SiC 섬유 혹은 그 섬유로 짠 피복

을 3차원 원통으로 예비 성형하고, 그 성형체를 다시 SiC 전

구체로 함침 한 후, 후처리하여 SiC 매질을 형성하는 공정으

로 구성된다. 하지만 SiC composite는 제작 단가가 높은 편

이며, 열전도도가 10~25 W/mK 수준으로 순수 SiC 소결체 보

다 낮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독일 연구기관 SiCeram GmbH의 A. Kerber에 의해 사용

후핵연료 처분용기 내부의 밀봉용기 재료로서 SiC 소결체가 

제안되었다[11]. 제안된 SiC 용기는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집합체에서 분리된 연료봉만을 장입하도록 

되어 있다. 연료봉 사이의 빈 공간은 14C graphite 방사성폐

기물 용융물을 채우는 것을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graphite

는 열전도도가 우수하고, 기계적 강도가 양호하기 때문이

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해체하여 연료봉 만을 장입하는 

방법은 구경이 작을수록 유리한 심부시추공 처분공정에도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한편, SiC 용기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길이에 해당하는 

4~5 m 길이로 단품 제작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여

러 개의 원통을 접합하면 충분히 긴 용기의 제작이 가능할 것

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결된 SiC는 용융이 되지 않기 때문

에 일반적인 용접방법으로 접합이 힘들다. SiC와 SiC 사이를 

결합하는 방법으로는 Diffusion bonding, Transient eutectic 

phase joining, Solid-state displacement reactions, Glass-

ceramic joining, Preceramic polymer routes, Laser joining, 

그리고 Selective area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등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14], 처분용기의 제작에 레이저 접

합(Laser joining)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세

라믹 재료의 용융점은 매우 높기 때문에 원하는 지점을 짧

은 시간에 고온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레이저가 유리하기 때

문이다. 레이저 접합에는 조건에 맞는 적합한 융착제를 선

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방사선 안정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

여 결정해야 한다. SiC 용기와 SiC 마개부의 레이저 접합은 

J. Knorr[15]에 의해 레이저의 종류와 융착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연구되었다. J. Knorr는 파장이 10.6 ㎛인 CO2 레이저

와 파장이 1.06 ㎛인 Nd:YAG 레이저가 접합에 적당한 것으

로 제시되었으며, 융착제로는 Al2O3-Y2O3-SiO2 산화물 조합

이 실제 시연에서 가장 우수한 접합강도와 낮은 헬륨 투과율

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SiC는 오랜 처분 기간에도 부식이 되지 않으면서, 기계

적 건전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는 물질이다. 하지만 심부시추

공 처분용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로를 장입하고 

나서 최소한의 작업으로 밀봉할 수 있는 접합 기술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접합부는 방사선에 의한 열화가 없어

야 하고, 기계적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SiC

는 세라믹이 가지는 취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내충격성을 보완할 수 있는 multi-layer wall 개념이나, 

앞서 언급된 Fiber-reinforced SiC Composite 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Materials Density (g·cm-3) Compressive strength (MPa) Thermal conductivity (W·m-1·K-1)

SiC [8] 3.16 2,500 200

Low carbon steel [9] 7.8~8.0 1,500 54

Table 1. Comparisons of density, compressive strength, and thermal conductivity between SiC (silicon carbide) and carbon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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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부시추공 처분용기의 설계

3.1 심부시추공 처분용기의 기본개념

국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1다발을 처분할 수 있는 SiC 

심부시추공 처분용기를 설계하고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한국 표준형 원전용 개량 연료인 Plus7(16×16 핵

연료봉 배열 집합체)을 대상으로 하고, 초기농축도 4.5wt%

와 방출연소도 55 GWd/MtU을 갖는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로 가정하였다. 실제 SiC 용기에 들어가는 1다발의 사용후핵

연료 집합체의 치수는 길이 4,528 mm, 단면 길이 207×207 

mm, 대각선 길이 293 mm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기준 사

용후핵연료 집합체 1다발을 밀봉할 수 있는 SiC 용기 크기와 

그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실제 큰 길이의 SiC 실린

더를 한번에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약 330 mm 길이의 SiC 

실린더 14개를 접합하여 내부 길이 4,620 mm 실린더를 구

성하고, 실린더 양단을 40 mm 두께 SiC 판재로 마감하는 것

으로 설정하였다. 각 부분을 접합하는 방법으로는 앞 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레이저 접합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직사각 형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와 원통형 SiC 용

기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으며, 내부 붕괴열의 외부 방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진동에도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빈 공

간은 열전도도가 우수한 SiC 분말이나 graphite 분말로 채우

는 것으로 하였다. 

심부시추공 처분용기는 지상에서 지하로 약 3~5 km 구

간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취급을 위한 외부 구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SiC 용기는 그 자체로 충격에 약하기 때문

에 충격에 강한 금속 외부용기로 재차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내부식성이 뛰어나고 충격에 강한 외부 스

테인리스 용기를 도입하였다. 스테인리스 용기는 SiC 기밀용

기를 보호하고, 각각의 처분용기를 수십 개 단위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였다.  스테인리스 외부용기로 구성된 수십 개

의 처분용기 행렬은 일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상의 정치장치

를 통해 심부시추공 하부로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3.2 심부시추공 처분용기의 설계 조건

심부 5 km로 내려가면서, 수압은 깊이와 염도에 따라서 

점차 상승한다.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염도의 수직적 

분포를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처분심도 500 m

까지 지표면의 담수로부터 심도에 따라 (1.1× 담수 밀도)와 

같이 변화하며, 그 이후에는 심도 5 km까지는 (1.3× 담수 밀

도)로 변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였다[16]. 한편 지하수의 온

도와 관련해서는 25 ℃·km-1의 온도 구배를 가정하였다. 그 

결과 심부시추공 바닥에서의 지하수압은 약 57 MPa (8,250 

psi), 온도는 약 140℃로 추정되었다. 한편, SiC 용기는 최대 

300℃ (572℉)까지 붕괴열로 인하여 내부 온도가 상승한다

고 가정하고, 300℃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처분

용기 행렬의 하중 조건은 10~40 개의 처분용기가 한 줄로 약 

50~200 m 길이로 처분공에 정치된다는 가정 하에 설계하였

다. 따라서 단일 처분용기 구조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채움

재, SiC 기밀용기, 그리고 스테인리스 금속용기 순으로 구성

된다. 이에 기본 설계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SiC 기밀용기 단독으로 외력 57 MPa를 감당할 수 있어

야 한다.

-  금속용기는 처분용기 행렬의 인장 하중을 지탱할 수 있

어야 한다.

-  기본 SiC 기밀용기의 내부 공간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1다발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3.3 SiC 기밀용기의 설계

위의 설계 조건에 따라, SiC의 내부 공간은 ID 310 mm, 

IH 4,620로 설정하고 설계하였다. 그런데 SiC 용기와 같은 세

라믹 재료의 외압용기 규정은 KS 규격이나 ASME 규격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SiC 물성치는 고온 (1,000℃)

과 상온에 국한되어 있지만, 상온과 300℃에서의 물성 차이

는 거의 없다[17]. 따라서 Takagawa가 제시한 SiC Hull 물

성치(Compressive Strength 2,500 MPa, Young’s Modulus 

440 GPa)를 용기 설계에 반영하였다[12]. 

SiC 용기의 외압조건에서 내력(buckling pressure)은 적

어도 57 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세라믹 용기 두께에 따른 

내력(Pk)은 Takagawa가 제시한 식(1)을 통해 구하였다. 

Pk = 4(1-v2)
E

 ( rc

t )3                                          (1)

여기서, E: Modulus, v: Poisson’s ratio, t: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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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rc : 벽체 중심 반지름이다. 식 (1)의 계산 결과, 약 13  mm 

두께인 경우, 용기의 내력은 약 59.1 MPa로 계산되었으며, 안

전율을 충분히 고려하여 용기의 두께를 20 mm(Pk ~ 201 MPa)

로 설정하였다. 

이밖에도 원통형 SiC 구조에서 반지름 방향, 원주 방향, 

및 축방향의 응력은 각각 57 MPa, 619 MPa, 및 338 MPa로

서, SiC의 재료 압축 강도 2,500 MPa 보다 충분히 낮게 계산

되었다.

SiC 기밀용기의 상하 평판의 두께는 금속 외압용기 설계

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KS B 6734 규격에 제시된 식(2)를 

적용하여 정하였다. SiC 재료의 허용 응력은 압축강도의 1/2 

수준인 1,250 MPa로 설정하였다. 

th=d                                                            (2)

여기서, d : 용기내경, C : 부착방법에 따른 정수(=0.33), 

P : 설계압력, σa : 허용 응력, 그리고 η : 용접 효율(=1)이다. 

계산결과 상하평판의 두께는 38 mm로 계산되었으며, 설계 

두께는 보수적으로 40 mm를 적용하였다. 

3.4 스테인리스 금속용기의 설계

금속용기는 SiC 기밀용기를 보호하고, 수십 개의 처분용

기를 연결하여 심부로 내려가는 용기 행렬을 구성할 수 있어

야 하므로, 인장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1다발의 무게는 약 640 kg이다. 

여기에 앞서 설계된 SiC 세라믹의 재료 밀도를 3.15 g·cm-3로 

산정하면 그 하중은 약 277.4 kg으로 계산된다. 금속용기 재

질인 스테인리스 강은 연성이 좋은 STS 316L을 적용하였다. 

금속용기는 범용 양산 규격 400A, Sch.40 (OD 406.4 mm, t 

12.7 mm)을 적용하였으며, 금속용기 내부 길이는 SiC 용기 

길이를 고려하여 약 4,750 mm로 설정하였다. 금속용기는 

SiC 용기에 대해 내부 clearance 16.9 mm, 상부 간극 50 mm

를 지닌다. 실제 SiC 용기 내부에는 완충을 위하여 사용후핵

연료 주변에는 완충 및 열전달 목적의 채움재가 들어간다. 채

움재로는 SiC powder를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금속용기

의 하중을 계산한 결과, 처분용기의 총무게는 2.16 ton으로 

추산되었다(Table 2). 

처분용기 10개(약 50 m 길이)를 직렬로 연결할 경우, 행

렬 무게로 인한 상단의 인장력은 최대 약 211.6 kN 이며, 외

부 스테인리스 용기 벽(두께 12.7 mm)에 걸리는 인장력은 

약 12.0 MPa로 추산된다. 그리고 처분용기가 40개(약 200 m 

길이)가 되면, 그 외부 스테인리스 용기 벽에 걸리는 인장력

은 약 48.1 MPa로 증가한다. 이는 재료 STS 316L의 항복강도

(175 MPa) 및 인장강도(480 MPa)에 비해 충분히 낮은 값이

므로 범용 스테인리스 강관 규격 400A, Sch.40 (OD 406.4, t 

12.7)로 금속용기를 제작하는데 충분하였다.  

앞장에서 심부 57 MPa 지하수압에 고려하여 설정된 용

기의 치수를 근거로 SiC 기밀용기, 스테인리스 행렬 용기

를 상세 설계하고,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에 SiC 설계

도와 사용후핵연료가 들어간 단면 모습 표시하였으며, 스

테인리스 금속용기와 SiC 내부 용기가 들어간 단면 모습을 

Parts OD (mm) ID (mm) Volume (cm3) Density (g·cm-3) Weight (kg)

SNF assembly 640

SiC vessel 344 310 88,075 3.15 277

STS canister 406 378 - - *594

SiC powder 154,506 1.25 193

Accessories 406 7.8 **455

Total 2,159

*Referred from STS Industrial Production Standard (400A Sch.40) 
**Mass of a Joint head on a disposal canister

Table 2.  Approximation of the weight of one deep borehole disposal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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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였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금속용기 10개를 연결한 단

면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용기 사이에는 소캣 방식의 연결 조

인트가 표시되어 있다. 

4. 처분용기의 제작과 특성

4.1 SiC 용기 제작

SiC 용기의 제작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 세라믹 

업체인(주)맥테크에 의뢰하여 1/3 축소 규모 SiC 용기를 상압 

소결법으로 제작하였다. 상압소결법은 SiC 분말과 바인더를 

혼합, 압축성형, 및 고온소결하는 방법으로 형상을 얻는 공법

이다. 상압소결법은 우수한 품질의 SiC 성형품을 얻을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형 제품 제작이 어렵고, 가공비가 비

싸서 제작 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성형품을 소결

하게 되면 바인더가 증발하면서 부피가 20% 가까이 줄어들

게 되므로 최종 제품의 치수 조절에 세밀함이 필요하다. 열

처리를 통해 소결된 SiC 용기는 2차로 원하는 직경과 두께로 

정밀 가공을 하였으며, 마개도 함께 제작하였다. 제작된 SiC 

용기의 크기는 OD 115×t 6.0×L 470 mm이었다(Fig. 2(a)). 

한편, ㈜에코텍코리아에 의뢰하여 반응소결법으로도 외

경 190 mm의 SiC 를 제작하였다. 반응소결법은 Carbon 혹

은 Graphite를 molten Silicon과 직접 반응시켜 SiC 구조체

를 얻는 공법이다. 반응소결법으로 얻어진 물질은 SiSiC로서 

금속 silicon이 포함되어 있어, 열전도도가 높고 취성도 높은 

특징이 있다. 반응 소결법(reaction sintering)으로 제작된 원

통 모형의 SiC 기밀용기 크기는 OD 190×t 3.0×L 405 mm 

내경 184 mm 이었다(Fig. 2(b)).  

Fig. 2.  SiC Canisters manufactured by (a) pressureless sintering 
and (b) a reaction sintering.

(a) (b)

Fig. 1. Design of SiC inner vessel, STS outer canister, and the 10 canister parade.

Design of SiC Vessel Design of STS Canister Design of 10 Canister Parade

400A Sch. 40
OD 406.4
t 14.3

Female Thread

Female Thread

SiC Vessel (OD 344×H 4700 mm)
Radial clearane 16.9 mm
Inner-Top clearance 50 mm

150

Scale 1/40

50

4750 5150

Laser Welding
Solder: Al2O3-Y2O3-SiO2

PWR Plus 7 SNF (207×207×H4528 mm)
Diagonal clearance 8.5 mm
Inner-Top clearance 92 mm

Scale 1/40

L 4700,
OD344
t 17.0

Composition
STS container: 10 ea
Top Joint: 1ea
Mid Joint: 9 ea

52.1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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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라믹 중소기업들은 SiC 용기 제작기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규모 제작을 하려면 소결로 규모

가 커지게 되므로, 예상하지 못한 공정상의 어려움도 예상된

다. SiC 용기의 치수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후가공을 해

야 하지만, SiC 재료 경도가 너무 높아서 가공이 어렵다. 따라

서 가공비용이 올라가는 단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

로 향후 SiC 용기 제작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

은 추가적인 실증 시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채움재가 포함된 SiC 용기 열전도 측정

- SiC 마개와 SiC 용기 몸체의 접합 실증 

- 내충격성이 보완된 SiC 구조체(다층 혹은 복합구조) 실증

4.2 SiC 용기의 성능분석

4.2.1 열전도도 

㈜맥테크(MacTech)에서 상압소결로 제작한 SiC 용기에

서 채취한 샘플과 한국씰마스터(KSM)에서 제공한 반응소결 

방식의 SiSiC 샘플의 열전도도를 비교하였다. SiC의 열전도도

는 극저온에서는 온도에 따라 증가하지만, -173℃(100 K) 이

상에서는 감소한다[18]. 순수한 SiC 단결정의 경우 상온 열전

도도는 400 W·m-1·K-1 이상 높게 나오며, 무정형인 경우에는 

소결방식과 불순물의 함유량에 따라 감소폭을 달리하지만, 

일반적인 SiC 상온 열전도도는 100~200 W·m-1·K-1 사이에서 

결정된다[19]. SiC열전도도는 열확산도(thermal diffusivity)

를 측정하여 식(3)으로부터 계산하였다. 식(3)에서 κ 는 열전

도도, ρ 는 재료 밀도, Cp 는 비열, 그리고 열확산도이다.

κ = ρCP D                                                           (3)

시험에서는 30℃, 50℃, 그리고 100℃에서의 열확산도

를 측정하였으며, 계산으로부터 얻어진 열전도도 비교 그

래프를 Fig. 3에 제시하였다. 측정 결과, 반응소결 방식의 

SiSiC가 상온소결방식의 SiC 보다 높은 열전도도를 보였다. 

그리고 제작된 SiC 시험용기는 Table 1에 제시된 저탄소강

의 열전도도 54 W·m-1·K-1 [13]보다 높은 열전도도를 갖고 있

음을 확인하고, 처분용기의 우수한 방열기능을 기대할 수 

있었다. 

4.2.2 장기안정성 

SiC 용기의 심부처분조건에서의 장기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맥테크에서 제작한 SiC 용기에서 채취한 원형 시편

(두께 1.0×직경 10 mm)을 처분공과 유사한 조건에서 3년

간 장기안전성을 시험하였다. SiC 시편을 Ca형 경주 압축

벤토나이트(건조밀도 1.6 g·cm-3) 사이에 넣은 후, 이들을 

부식셀에 넣고, 70℃ KURT 지하수에 약 3.2년간 KURT 항

온챔버에서 유지하였다. 공급된 KURT 지하수의 pH는 약 

8.3~8.5의 약 알카리였으며, 용존산소량은 2.0~2.5 mg·L-1로 

많은 편이었다. 3년이 경과된 부식셀의 해체 모습을 Fig. 4

에 나타내었다. 회수된 SiC 시편은 초음파로 깨끗이 표면을 

세척한 후, 분해능 10-4  g 수준에서 무게 변화를 측정하고, 광

학현미경으로 표면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SiC 시편 무게는 

Fig. 4. Three year old SiC specimen embedded in a 
compact bentonite block.

Fig. 3.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rmal conductivity of SiC 
(MaxTech) and SiSiC (K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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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표면 상태도 깨끗하였다. 그

리고 SiC 표면을 XRD로 분석을 한 결과, 표면에는 벤토나이

트로부터 나온 montmorillonite와 Silica만 미량 검출되었을 

뿐, SiC와 관련되는 새로운 생성물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수분에 의해 Silicon carbide는 산화가 촉진될 수 있으나[20], 

400℃ 이상의 고온에서 산화가 시작된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참조하면[21], 시험온도 70℃에서는 산화반응이 발생하기 힘

들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SiC 용기는 지하 처분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5. 결론 

심부시추공 처분은 지하 5 km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높

은 열과 외압 조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탄소강 용기

는 강성의 저하와 내부식성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부식이 되지 않고, 열에 안정한 세라믹 소재의 SiC 심

부시추공 처분용기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문헌 분석 결과, 세라믹 재료인 SiC는 기계적 건전성, 높

은 열전도도, 그리고 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었

으나, 세라믹이 가지는 취성과 SiC와 SiC를 접합하는 방법이 

문제시 되었다. 이들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Fiber-re-

inforced SiC Composite 구조가 파악되었으며, SiC 용접방법

으로는 레이저 용접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WR Plus 7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가

정하고, 높은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심부시추공 SiC 기밀

용기와 이를 심부로 정치하기 위한 스테인리스 행렬 용기를 

설계해 보았다. 그리고 SiC 용기의 국내 제작 가능성과 특성

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세라믹 기업에 의뢰하여 소형 SiC 용

기 제작을 시연하였다. 제작된 SiC 용기에서 채취한 샘플에

서 측정된 열전도도는 탄소강 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KURT 70℃ 고온 환경에서 3년간 SiC 샘플의 내구성 시험을 

통하여, SiC는 KURT 지하 시험 환경에서 재료의 변화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으로 SiC 용기는 제작과 내구성 측면에서, 심부시추

공 처분용기 재료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SiC 용기를 최종적으로 심부시추공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심부시추공과 유사한 고온 고압의 혹독한 환경에

서 장기안정성 시험을 거친 후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 충분

한 실험을 통해 SiC 용기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장반감기 

핵종이나 고준위 폐기물의 영구 밀봉을 위한 기밀 용기 재료

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Fig. 5. XRD graph of the 3 year old SiC sample in 70℃ KUR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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