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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분말 입자크기에 따른 Zr-U 금속연료의
성형 및 소결 미세조직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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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der Size in Zr-U Metallic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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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case of the uranium (U) and zirconium (Zr) powders which have been utilized for the production 
of a metallic fuel in the various nuclear applications, the homogenous distribution of U powders in the Zr-U 
pellet has influenced significantly on the nuclear fuel performance. The inhomogeneity in a powder process 
was changed by various intricate factors, e.g. powder size, shape, distribution and so on. Particularly, the 
U inhomogeneity in the Zr-U pellets occurs by segregation derived from the great gaps of densities between 
Zr and U during compaction of the mixed powders.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powder size and 
homogeneity was investigated by using the different-sized U powders. The microstructure in Zr-U pellets 
reveals more homogeneity when the weight ration of Zr and U powders are close to 1. In addition, 
homogeneous pellets which were produced by fine U powders have higher density because the homogeneity 
affects the alloying reaction during sintering and the densification behavior of pore induced by powder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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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분야에 사용되는 핵연료는 세라믹연료와 금속연료

로 구분된다. 금속연료는 세라믹연료에 비해 열팽창률이 크

고 결정구조상의 이방성이 커서 인접한 결정립간의 조사성

장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공극(cavity)을 형성하여 입계 균열

의 원인이 되며, 동시에 팽윤 현상이 수반되는 단점이 지적되

고 있다. 하지만 세라믹 연료에 비하여 가공성이 우수하며,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여 원자로의 안전성에 유리하고, 연소

도가 높고, 증식성이 우수하며, 연료의 재활용도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어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2]. 특히 

Zr-U 금속연료가 고속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Zr

이 고온에서도 내식성과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며 열전도도

가 높아 활용성이 뛰어난 핵연료 합금 소재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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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Zr-U 금속연료의 제조방법

으로는 금속을 용해하는 주조방법과 분말을 이용한 소결 방

법으로 나누어지며, 융점이 높은 Zr의 조성이 많이 함유한 합

금은 용해온도가 높아 공정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일반적으

로 분말을 이용하는 소결 방법을 이용하여 금속연료를 제조

하게 된다 [4]. 이때 분말을 이용한 소결 공정을 통해서Zr-U

금속연료를 제조할 경우 이종분말 사용으로 인해 소결체 내

부에 Zr과 U의 불균질 분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렇게 

U이 편석된 부분에서 핵분열 반응이 집중되며 국부적 온도

상승이 일어나게 되어 핵연료피복재의 기계적 성질을 저하

시키고 부식을 촉진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우수한 건전

성을 지닌 금속연료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이종분말의 특성

이 미세조직의 균질성 및 소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종분말을 이용한 소결체를 제조하는 경우, 

각 분말의 입자크기 및 형상, 밀도, 습도 등과 같은 특성에 의

해 균질도가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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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1. (a) The size distribution of uranium powders having mean 
size of 40 μm, 55 μm and 116 μm, and (b) the size distribution of 
zirconium powders

Fig. 2. Microstructure of compacted Zr-U pellet using uranium 
powders of mean size (a) 40 μm, (b) 55 μm and (c) 116 μm; white 
spheres are uranium powders본 연구에서는 Zr 및 U분말을 이용하여 Zr-U 소결체를 제조

하는 과정에서 U분말 사이즈가 Zr-U 성형체의 내부 미세조

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성형체

의 건전성과 소결체의 건전성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2. 실험방법

그림 1(a)는 실험에 사용된 U 분말의 분포도를 나타낸 것

으로 U 분말의 경우 LEU 금속을 10-3 torr이상의 챔버 내에서 

고주파전류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용융시킨 후 고속 회전하

는 디스크 위에 공급함과 동시에 불활성 냉각가스를 분사하

여 분말을 형성시키는 원심분무공정을 통해서 구형의 U 분

말을 제조하여 입도분포가 1~140 ㎛로 평균입자크기 55 ㎛
인 분말과 그 분말을 이용하여 채거름 공정을 통해서 입도분

포 1~60 ㎛로 평균입자크기 40 ㎛의 U분말, 입도분포 

100~140 ㎛의 평균입자크기 116 ㎛의 U분말을 이용하여 실

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림 1(b)는 Zr 분말의 입도분포 및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Zr분말은 hydride-dehydride 방법으로 

제조된 부정형의 형상을 가지며 입도분포가 1~140 ㎛로 평

균입자크기가 65㎛이다. 이렇게 제조된 U과 Zr 분말을 각각 

사용하여 균질도 확인실험을 수행하였다.

U 분말의 평균입자크기에 따른 Zr-U 금속연료의 균질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Zr 분말과 각각 40 ㎛, 55 ㎛, 116 ㎛
의 평균입자크기를 가지는 U 분말을 6:4 의 무게 비율로 총 

100 g의 Zr 분말과 U 분말을 이용하여 V-type 혼합기에서 75 

rpm의 속도로 충분하게 분말이 혼합되기 위해서 2시간 동안 

혼합하였다 [12]. 혼합된 분말은 Double axis type의 성형기

를 이용하여 이론밀도의 70% 이상에 성형밀도를 가지도록 

130 kgf/cm2의 압력으로 20초간 성형공정을 수행하였다. 성

형 후 원통형의 지름 25 mm, 높이 35 mm의 성형체가 제조되

었으며 이렇게 제조된 성형체의 U 분포를 확인 하기 위해 성

형체를 절단하고 연마하여 미세조직 관찰시편을 준비한 후 

주사전자현미경 (SEM)을 통해 미세조직을 확인하였으며, 

IMT사의 이미지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Zr-U성형체 내부

의 U 분포를 정량화하였다. 또한 이렇게 제조된 성형체가 소

결 중에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5 torr 이상의 진

공 분위기에서 소결을 진행하였고, 소결조건은 소결체가 용

융되지 않고 성형체의 형상을 유지하며 Zr-U 합금의 이론밀

도의 90%이상되는 치밀한 소결 조직을 얻기 위해서 1450 ℃
에서 3시간을 유지하여 소결을 진행하였다. 소결이 완료된 

소결체의 소결 건전성 및 균질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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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icrostructure of Zr-U specimens compacted with 
uranium powders of mean size (a) 40㎛, (b) 55 ㎛, (c) 116㎛; 
white region : U, gray region : Zr

Fig. 4. Uranium area fraction of the left, center and right region in 
compacted Zr-U pellets; uranium powders of mean size (a) 40㎛
and (b) 55 ㎛ and (c) 116㎛

와 동일하게 절단, 연마과정을 통해 시편을 준비한 후 주사전

자현미경을 통해서 미세조직을 관찰하였고, EDS를 이용하

여 성분분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성형체 및 소결체의 밀도

는 침전밀도측정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2는 평균입자크기가 65 ㎛인 Zr 분말에 40 ㎛, 55 ㎛, 

116 ㎛의 평균입자크기를 가지는 U 분말을 각각 혼합 후 성

형한 Zr-U 성형체의 미세조직을 SEM을 이용하여 관찰결과

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성형체 내에 흰색으로 보이

는 U 분말의 평균입자크기가 실험조건에 잘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또한 단단한 U 분말의 형상은 성형공정을 거치

더라도 구형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U의 분말 입자크기에 따라 성형한 성형체의 

전체단면을 보여준다. 그림 3(a)는 U 분말의 평균입자크기가 

40 ㎛인 성형체의 미세조직으로서 성형체 표면과 내부에 U 

분말이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U 분말의 평균입자 크기가 55 ㎛인 그림 3(b)의 성

형체 미세조직은 일부 표면과 모서리부위에 Zr 분말의 분포

가 편중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표면부에 Zr 분말의 

편중현상은 그림 3(c)의 평균입자크기가 116 ㎛인 U 분말을 

이용한 성형체에서 더욱 확연하게 관찰된다. 이렇게 관찰된 

성형체의 미세조직 이미지를 이용하여 U 분말의 평균입자크

기에 따른 U 분말의 위치별 분포를 이미지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4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4(a)는 균일한 분포를 보이는 평균입자크기가 40 ㎛인 

U 분말을 이용한 성형체의 위치별 U의 면적분율(%)을 나타

내었고 그 결과는 위치에 따라 평균 8~9 %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약 3배 밀도 차이를 보이는 Zr과 U 

분말을 이용하여 6:4의 무게비로 혼합시킨 혼합 분말로 성형

할 때 균일한 분포를 가지기 위해서는 성형체에서 U이 차지

하는 부피비가 14%가 되며 이를 면적분율로 환산하면 U이 

10%내외의 면적분율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값을 가지는 경

우 U 분말이 균일하게 분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40 ㎛ 평균입도크기를 가지는 U 분말을 이용한 성

형체는 10%에 근접한 면적분율을 가지며 위치별 편차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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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lative weight ratio of U to Zr powder.
mean size

(μm)
powder mass

(g)
relative ratio

of U to Zr
Case

U-40 μm
Zirconium 60 7.3363E-07

1.15 
Uranium 40 6.3570E-07

Case
U-55 μm

zirconium 60 7.3363E-07
0.47Uranium 55 1.5647E-06

Case
U-116 μm

zirconium 60 7.3363E-07
0.04 

Uranium 116 1.8699E-05

Fig. 5. Microstructure of the Zr-U specimens sintered with U 
particle of mean size 40㎛ at (a) the surface and (b) inside 
regions, U powder of mean size 116 ㎛ at (c) the surface and (d) 
inside regions

당히 낮은 1~2%수준으로 균일한 분포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만 40 ㎛ U 분말을 사용한 성형체의 경우 완벽하

게 균일한 조직이 형성되지 않았고 성형체 내의 일부 형성된 

pore로 인해서 완전히 균일한 경우의 면적분율과 약간의 차

이를 보인다. 반면 U 분말의 평균입자크기가 55 ㎛인 성형체

의 경우 좌측 표면은 평균 6%, 중심부분은 평균 10%, 우측 

표면은 평균 8%로 U분말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평균입자크기가 116 ㎛인 U 분말을 사용한 경우 성

형체의 좌측 표면, 중심부분, 우측 표면의 평균 면적분율값이 

각각 8%, 12%, 7%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U 

분말의 평균입자크기가 증가할수록 균질한 분포을 가지는 

면적분율에서 벗어나 불균일한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또한 그림 4(b), (c)에서 각 위치별 편차의 경우도 U 

분말의 평균입자크기가 55 ㎛, 116 ㎛로 증가할 수록 3~4%

에서 4~6%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U입

자의 크기가 성형체의 분포에 영향을 주며 입자크기가 증가

함에 따라 그 분포가 점점 불균일해 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형체 내에 분말의 불균일 분포는 U 분말의 입자

크기에 따라서 Zr 분말의 편중현상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

이며, Zr 분말의 편중현상과 관련하여 점성이 거의 없는 분말

의 경우 분말의 상대적인 입자크기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입자크기가 큰 분말이 성형 공정 중에 중심부로 이동하여 분

말의 균일분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3]. 이러한 입자크기의 차이에 의한 불균일 현상은 밀도차

이가 큰 이종분말의 경우 상대적인 입자크기에 대한 효과가 

분말의 밀도차이에 의해 유발되는 무게비에 의해 영향을 받

아서 불균일 분포가 유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

한 확인을 위해 표 1과 같이 부정형의 Zr 분말을 구로 가정하

여 U 분말과 Zr 분말의 부피를 계산하였고, Zr과 U의 밀도값

을 이용하여 Zr과 U 분말 하나가 가지는 상대적인 무게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U 분말 평균입자크기가 40 ㎛ 인 경우 

Zr과 U 분말의 무게비는 1.15:1로 분말끼리 무게비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유사한 무게를 가지는 분말을 성형하

는 경우 공정 중에 무게비 차이로 인한 분말분리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그림 3(a) 및 그림 4(a)와 같이 균질한 분포를 

가지는 성형체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평균

입자크기가 55 ㎛와 116 ㎛ U 분말인 경우 Zr와 U분말의 무

게비가 각각 0.47:1과 0.04:1로 U 분말의 평균입자크기가 클

수록 분말끼리 무게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렇게 밀도차이에 의해서 분말의 무게차이를 보이는 

Zr과 U 분말을 혼합하여 성형하는 경우 U 분말이 Zr 분말과 

비교해서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충분한 혼합조건에서 혼합

을 하더라도 분말을 성형하기 위해서 분말을 장입하는 공정 

중에 분말의 무게비의 차이로 인해 가벼운 Zr 분말의 경우 표

면쪽으로 집중되고, 무거운 U 분말의 경우 중심부와 하부쪽

으로 집중 되어 Zr 분말과 U 분말이 분리되며 이러한 현상은 

U의 분말입자크기가 116 ㎛인 경우 Zr과 무게비의 차이가 

더욱 커져서 그 불균일 정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밀도차이가 큰 이종분말을 혼합하는 경우는 기존에 연구된 

입자크기뿐만 아니라 이종분말 사이의 무게비 차이를 최소

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균질한 분포를 갖도록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6].

그림 5는 U 분말의 평균입자크기가 40 ㎛, 116 ㎛인 분말

을 이용하여 성형체를 만든 후 1450 ℃에서 3시간동안 소결

한 소결체를 관찰한 결과이다. 그림 5의 밝은 회색부분은 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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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nsity results of the pellets compacted and sintered with 
U powders having mean sizes of 40 ㎛, 55 ㎛, 116 ㎛, and 
topographies of sintered pellets using U powders of mean size 40 ㎛ and 116 ㎛; solid mark : sintered pellet, open mark: compacted 
pellet

Fig. 7. Schematic diagrams of powder distribution and pore 
formation according to U powder size

Fig. 8. Microstructures of the Zr-U specimens compacted with 
uranium powders of mean size (a) 40 ㎛ and (b) 116 ㎛.

과 U의 합금화 반응에 의해서 형성된 δ-UZr2상, 진한 회색 부

분은 α-Zr상을 나타내며, 검은색부분은 기공을 나타낸다 

[14]. 그림 5(a)와 (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평균입자크기가 

40 ㎛인 U 분말을 이용한 소결체에는 lath형 α-Zr상들이 표

면과 내부에 비교적 균질하게 분포한 것으로 관찰할 수 있다. 

반면 그림 5(c)의 평균입자크기가 116 ㎛인 U 분말을 이용한 

소결체의 표면은 완전히 합금화 반응을 하지 않고 뭉쳐 있는 

Zr-rich영역이 관찰 되었고, 그림 5(d)와 같이 소결체 내부는 

기공이 소결체 전체에 걸쳐 크고 넓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포는 그림 3과 그림 4에서 언급되었던 U의 

분말 입자크기에 따라 성형체 내의 U 및 Zr의 분포가 달라져

서 소결체의 미세조직에 영향을 준 것으로 116 ㎛의 U 분말

을 사용한 경우 Zr 분말이 표면과 모서리쪽에 편중되고 이렇

게 편중된 Zr은 용융온도가 높아 1450 ℃의 소결온도에서 U

과 합금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반응하지 않고 Zr-rich영역

이 형성되고 내부의 기공은 U 분말이 성형체의 중심부에 편

중되고 이렇게 편중된 단단한 U 분말은 성형공정을 거치더

라도 형상이 유지되어 분말 사이에 큰 공극을 형성시키고 소

결공정을 거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 많은 기공이 발

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은 U 분말의 평균입자크기에 따른 Zr-U 성형체 및 

소결체의 밀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U 분말의 평균입자크

기가 40 ㎛ 인 경우 약 7.5 g/㎤의 성형밀도를 가지며 성형체

를 소결하면 소결밀도가 약 8.5 g/㎤로 이론밀도의 93%이상

의 상당히 높은 소결밀도를 보여준다. 이에 반해 평균입자크

기가 55 ㎛와 116 ㎛의 U 분말을 이용하여 성형한 성형체는 

각각 7.4 g/㎤ 와 7.2 g/㎤의 성형밀도를 가지며 이러한 성형

밀도를 가지는 성형체를 소결하면 각각 8.4 g/㎤와 8.1 g/㎤
의 소결밀도를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다. 즉 U 분말의 입자크

기가 클수록 성형밀도 및 소결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림 3(a)와 같이 U분말의 평균입자크기가 

40 ㎛인 경우 비교적 U 분말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소결 후 미세조직도 그림 5(a), (b)에서와 같이 소결체의 표면

과 내부의 모두 lath구조의 α-Zr상이 균질하게 잘 분포 되어 

있으며 기공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치밀한 미세조직이 형성

되어 높은 밀도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U 분말의 평

균입자크기가 116 ㎛인 경우 소결체는 그림 5(c)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표면부에 lath구조의 α-Zr상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

을 뿐만 아니라 용융점이 높은 Zr 분말의 편중으로 인해서 U 

분말과 완전히 합금화가 진행되지 않은 Zr-rich영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합금화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 경우 용융온도가 높은 Zr사이에 기공

이 잔존하게 되어 치밀한 조직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완전한 

Zr-U합금이 형성되지 못해 원하는 최종 이론밀도에 근접한 

조직을 얻을 수 없게 되어 밀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그림 5(d)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소결체 내부의 미세구

조를 살펴보면 넓은 영역에 걸쳐 큰 기공이 관찰되는 것이 확

인되고 이로 인해서 소결체의 밀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큰 기공의 발생과 관련한 개략도를 그림 7과 같

이 나타내었다. 그림 7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U 분말이 큰 경

우에는 성형체 제조시 U 분말 사이의 Zr 분말이 충분히 충진

되지 않거나 특히 성형체 내부에 편중되어 있는 단단한 U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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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끼리 모여서 그 사이에 큰 공극을 형성시켜서 소결 공정을 

거치더라도 완전한 소결 치밀화가 진행되지 않고 소결체 내

부에 많은 기공이 남아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15]. 그림 8

은 실제로 U 분말의 평균입자크기가 40 ㎛, 106 ㎛의 성형체 

단면을 확대한 결과로 U 분말의 평균입자크기가 40 ㎛인 성

형체는 U 분말과 Zr 분말사이에 발생하는 공극이 거의 관찰

되지 않는 반면에 U 분말의 평균입자크기가 116 ㎛인 성형

체는 단단하고 큰 U 분말의 입자로 인해 U 분말 사이에 약 

50 ㎛이상의 공극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

로 성형체의 밀도차에 의해서 소결체의 밀도차이가 유발되

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40 ㎛와 116 ㎛의 평균입도를 가지는 

U 분말을 사용하여 성형압력을 조절하여 7.6~7.7 g/㎤의 유

사한 성형밀도를 가지는 성형체를 제조하여 소결한 후 소결

밀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그림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유사

한 성형밀도를 가지는 경우에도 평균입도가 116 ㎛의 U 분

말을 이용한 소결체가 40 ㎛의 평균입도를 가지는 U 분말을 

사용한 성형체를 이용한 소결체에 비해 소결밀도가 낮은 값

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그림 6의 topography

결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U 분말의 평균입도가 작은 경우

에는 미세한 소량의 기공이 소결 후에 남아 있는데 비해 평균

입도가 큰 경우 상당히 크고 많은 양의 기공이 소결 이후 남

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무

게가 무거운 U 분말이 성형체 내부에 편중되고 이렇게 편중

된 단단한 U 분말끼리 부딪혀 형성된 공극은 소결공정 이후

에도 완전히 치밀화 되지 못하고 여전히 기공으로 남아있어 

소결밀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U 분말 입자

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기공의 발생이 증가하여 소결체의 밀

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이 U과 Zr 분말사이에 큰 무게비 차이로 성형을 위

한 분말 장입과정 중 분말의 분리현상으로 성형체 표면 및 모

서리부의 Zr 편중현상 및 내부의 공극 발생은 Zr-U의 합금화 

및 소결 치밀화를 저하하는 요인이 되며 소결체의 균질화 및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Zr

과 U 분말의 무게비 차이를 이용한다면 기공의 필요 유무에 

따라 내부의 기공분율 조절 및 Zr 분말의 편석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U 분말의 평균입자크기에 따른 성형체 및 소결체 미세조

직의 관찰을 통하여 입자크기에 의한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U 분말의 평균입자크기가 116 ㎛ 인 Zr-U 성형체는 Zr

과 U 분포가 가장 불균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분말의 

평균입도 및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Zr과 U 분말의 무게

비가 0.04:1로 큰 차이를 보여서 나타난 현상으로 가벼

운 Zr 분말이 성형시 표면 및 모서리에 편중되기 때문

에 일어난다. 이와 달리 Zr과 U 분말의 무게비가 거의 

1:1에 가까운 평균입자크기가 40 ㎛ U 분말을 사용한 

성형체는 Zr 분말과 U 분말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U 분말의 평균입도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형체

내 Zr과 U의 불균일한 분포는 소결 이후 소결체의 미세

조직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평균입자크기가 40 ㎛ U
분말을 이용한 성형체를 소결한 경우 비교적 분말이 균

일하게 분포되어 소결체의 미세조직도 균질한 경향을 

보이지만, U 분말의 평균입자크기가 116 ㎛인 경우 소

결체의 표면과 모서리에 Zr-rich상이 많이 형성되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형 중에 이미 Zr의 편

중현상이 발생하여 소결체의 미세조직에 영향을 준 것

으로 소결체가 균질한 미세조직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

형 단계에서부터 분말이 균일한 분포를 가지도록 제어

할 필요가 있다.

3. Zr-U 소결체의 밀도는 U 분말의 평균입자크기가 클수

록 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U 분말 사이

즈가 큰 성형체의 경우에는 크고 단단한 U 분말이 내부

에 편중되어 큰 공극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공극은 

소결공정 이후에도 여전히 잔존하여 많은 기공이 소결

체에 남아있게 된다. 또한 표면 및 모서리부에는 높은 

용융점을 가지는 Zr 분말이 편중되어 U 분말과 충분한 

합금화 반응을 통한 치밀화 단계를 거치지 못하여 기공

을 포함한 Zr-rich조직이 형성되어 밀도감소를 초래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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