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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삼중수소는 자발광체 (自發光體) 의 펼수소재로 매우 유용한

차원이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호기당 매년 약 1 MCi

의 삼중수소가 생산된다. 국내의 삼중수소 수요는 매년 16,000

Ci 이상에 달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월성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논 삼줍수소를

사용하여 자발광체를 제조할 수 있도록 원료의 전처리 기술， 발광

체 코팅기술을 소개하고 삼중수소 활용을 위한 기초원가를 산출

하였다. 수입 삼중수소의 가격은 양과 제품에 따라 Ci 당 2-17만

원 이상으로 월성 원자력 발전소 삼중수소 부산물의 가격 5천원

에 비해 4-34 배 이상 고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성 폐기물

인 삼중수소는 유용한 산업소째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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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n a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 (CANDU ), about one

MCi of tri tium is produced annually. Tri tium is a very

useful resource as an essential material for sel fluminous

compounds.

In this report , in order to manufacture selfluminous

compounds by us i ng the tr i t i urn produced in Wo I sung nuc 1ear

power plant , the pretreatment technology of materials and

the coating technolo양 of sel fl umi nous comp:mnds was

investigated and its manufacturing cost was estimated. It

was confirmed that tri tium can be used as a very useful

industrial material.

III



I 서

목 차

론 · ‘ … 1

1. 기술 현황 분석 배경 " ‘............................................ 1

2. 분석범위 및 내용 ‘ 1

R 상중수소 수급현황 ‘ 2

1. 국내 삼중수소 수요 2
가. 삼중수소 수요 ‘ ‘ 2

나. 자발광체 조랩업체 현황 ‘ … 7
2. 국내 삼종수소 축적 ‘ 9

m 자발광체 제조기술 ‘ 12

1. 자발광도료 개요 ‘ 12

가. 황화아연 … 12

나. 황화아연과 물의 반응성 ‘ 13
다. 자발광체와 동위원소 ‘ 14

2. 트리티움 자발광체의 제조 15
가. 삼중수소 발광선원의 형 태 빛 크기 16

나. 삽중수소 가스 압력 ‘ 17

다. 언의 종류， 코팅 두께 및 입자크기 17

3. 자발광도료의 코팅 ‘ 19

4. 트리 티움 자발광체의 안정성 ‘ 19

5. 유통과 법적규제 , ‘ 20

IV 삼중수소 저장 및 분리기술 22

1. 금속트랴타이드와 밀봉용기 22

2. 금속삼중수소화물에 의한 저장 ‘ ‘ 25

3. U - (H，D，T)계 저장 , ‘ 26
가.Ufu의 결정구조 '" 28
나.U뀔의 평형해리압 28
다. 혼합수소화불의 열 역학 29

라. 생성엔트로파 및 생성열 30

마. 기타성질 ‘ 31

IV



4. 순수 삼중수소의 고정화 32

가. 개요 32

나. 급속삼중수소화물의 특성 33

다. 금속트리타이드의 제조 ‘ 33

랴. 삼중수소의 화수 34

5. 순수 삼중수소의 포장 … 35

가. 포장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 35
나. 티타늄 트리E}-이드의 포장절제 36

다. 수소저장합곰 ‘ 37

6. 삼중수소 분랴기술 분석 38

가. 삼중수소 분리공정 분석 38

나. 최적공정 선정연구 46

V 경제성 분석 'O ‘ ………… ………… 52

1. 삼중수소의 가격 I'l'l' “ 52
가. 액체 삼중수소수의 가격 52
나. 가체 삼중수소의 가격 "I' •••••• ’ 52
다. 자발광체의 가격 .. ‘ ‘ 53

2. 삼중수소의 원가 ‘ 53
가‘ 액체 삼중수소수의 원가 53
나. 기체 삼중수소의 원가 54

다. 자발광체의 원가 55
3. 기술개발의 타당성 ‘ ‘ 끊

VI 결 론 " ‘.......................................... 56

참고문헌 57

부 를즉
-,

v



표목차

표 1. 연도별 삼중수소 수입현황 …….3

표 2. 공공기관의 삼중수소 허가현황 … 3

표 3. 연구기관의 삼중수소 허가현황 ……·…••••“… 4

표 4. 교육기관의 삼종수소 허가현황 5

표 5. 의료기관의 삼중수소 사용허가현황 6

표 6. 일반사업체의 삼중수소 허가수량 및 사용목적 7

표 7. 국내 야광제품 생산업체 현황 ‘ 8

표 8. 중수형 발전소 계획 ~

표 9. 자발광체를 위한 동위원소 비교 14

표 10. 방사선량 규정 ‘”………..………..……••……….“……..………..………..……..………..……..……..………..………..………..………..………..…….“………..……‘”…••….

표 11. 금속수소화물의 해려압 ..………..……..….“….

표 12. 삼중수의 물성 38

표 13. 주요 삼중수소 분리공정 비교 41

표 14. 전해촉매공정 공정 변수 48

표 15. 전해농축 ‘ 51

VI



그렴 목차

그림 1. 삼중수소 총 예상 축적 량 . 11

그림 2. 삼중수소 압력에 따른 휘도 … , ...•.•• ...•• 18

그림 3. 삼중수소 분라계수 LiC>

그림 4. 촉매복합공정 ‘..... 43

그렴 5. 전해촉매공정도 Ll!l

Vii



I 셔 론

1. 기술현황 분석 배경

중수형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수는 중성자를 홉수하여 삼중수소로 전

환된다. 삼중수소는 중수형 발전소 일가당 매년 약 1 MCi 가 생산된다.

우리나라는 2006년 까지 현재 가동중인 월성 1호7햄에 추가로 4기의 중수

형 발전소를 건절할 예정야다.

삼중수소는 자발광체 (自發光體) 의 핵심소재임에도불구하고， 처분하

기 곤란한 방사성 폐거물로반 인식되고 있다. 아에 본 보고서에서는 자발

광체의 국내수요를 조사하고 삼중수소를 사용한 자발광체 제조기술을 조

사하여 앞으로의 삼중수소의 산업자원화에 대비하고자 한다.

2. 분석범함 및 내용

먼저 원자력 장기발전 계획에 근거하여， 삼중수소의 생산량을 예측해

보고자한다

이어 삼중수소의 국내수요를 조사하고， 자발광체 제조기술을 분석하여

요소기술올 중접적으로 조사.기술하고자 한다.

끝으로， 삼중수소 차발광체 제조의 경제성올 분석하여 국산화의 타당성

여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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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삼중수소 수급현황

1. 국내 삼중수소 수요

가. 삼중수소 수요

방사성동위원소인 삼중수소는 원자력 법 제 2조 제 6호 및 영체 5조에

의하여 밀봉되지 양닉한 방사성동위원소 (개봉선원)의 경우 제 4군에 속하며， 제

4군의 핵종으로춤 3fJ1 7Be, 14C, 뿔， 51Cr, 71Ge 및 rolT1풍 7핵총이 있으며 수량은

3.7lVIBq (100μCD 이고， 밀봉된 방사선 동위원소 ( 밀봉선원 )의 경우의 수량 역

시 3.짜/멈q (100，μCD이다. 삼중수소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판， 기타 일반

사업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목적은 그 기관에 따라 다양하다.

연구기관의 사용목적올 보면 생물 및 유전공학적 연구， 생화학척 연구， 의약품 합

성연구， 생체내 분포상태 연구， 농학적 용용연구， 방사선 측정장비의 교정， 생화

학， 생리약려 및 면역학적 연구에 삼중수소률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이 사용목적에 추가되었고， 의료기관의 사용목척은 대부분 환자의 진단， 치료

및 의학적 엄상연구이고， 기타 일반사업체의 정우 폐수의 얄킬수은 측정， 광학기

기의 야광용， 야광제품 조립생산 군야광표식도장에 삼중수소를 사용하고 있다.

삼중수소의 수요를 보면 1993년의 경우 총 16.102.529.2OmCi의 삼중수소가 수입되

었는데， 그 중에서 의료기관이 249.17mCi 연구기관이 460.73mCi를 수입하였는더t

이는 천체의 o.α)5%에 불과하고 산업체의 수요가 99.995%를 차지하였다. 연도별

삼중수소 수입량은 표 1과 같다. [29‘ 33]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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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 삼중수소 수업현황

(수량단위 : men

|찮
의료기관 연구기관 산업기관 계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원)

1989 387.24 48，942，α59 많>6.16 25,642,944 15，α갱，713 305,380,287 15,100,600 379，않>5，291

1않)() 379.18 57,003,W6 282.37 29，196，α50 8,423,147 234,864,417 8，423，얹꺼 321 ，664，때3

1992 323.41 66,604,263 305,22 37,194,813 47,300,723 248，α58，032 47,361,352 351,857,100
1991 265.32 56，651，않30 396,54 38,795,963 17,938,101 177,943,250 17,938,763 273，390，또B

1993 249.17 46,522,433 460.73 7α611 ，595 16,101,819 201,020,203 16,102,529 318,154,231

1) 삼중수소 사용허가기관 및 수량

“ 방사성동위원소 둥의 이용기관 일람표" [34,35] 에서 방사성동위원소 허

가기관중 삼중수소 허가기관 및 사용허가 수량을 발혜 정려하여 표2-표6에 정리

하였다.

표 2. 공공기관의 삼중수소허가 현황

번호 기관명 군별 삼중수소사용허가수량 사용목적

1. 국립의료원 4군 22 mCi 방사선계측기 선랑측청

2. 중앙기깡대 4군 360 μ Ci 미량금속의 요염노도측청

3. 농촌진흥청 4군 400 mCi 토양 및 작물에 대한 방사

4. 한국중공업(주) H3 l Ci 션 동위원소

폐수중의 알킬수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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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기관의 삼중수소 허가 현황

변

호

연 구 기 판 군 별 I 허가수
량(mcn

사 용 R..-. 적

1l

q
ιna

동아쩨약 연구소

서울대 생약 연구소

서울대 인구의학 연구소

군

군nF

A
에

A
에

1r
댔
뼈3

군

3
3

3

3

군
3

군

문

힘
H
H
H
H
4

H

힘
4

30
32
2
012
1

9.00
1

0.5

(개)102

(멸)101

2
1α)()

의료개발및 유전자재 조립연구

생화학 연구률 위한 동위원소 추척실험

방사션 면역 측갱법에 의한 혈액내

호르몬연구

의학기초 과학 연구

생물학적 과학 연구

의약품 합성 연구

생화학적 적용 검정

유전 공학객 추적자

유전 공학척 추척자

연구 실험용

방사선 측정 장H} 교정

선량 표준촉청 및 각종 계측겨 교청

생체내 분포상태 연구

빼수중의 PCB 및 얄킬수은 측정

4
5
6
7

8
9
m
n
m

예수병원 기독의학 연구소

인제대 중앙 연구소

유한 양행 중앙 연구소

제철 화학 중앙 연구소

한국 과학 기술원 유전공학센타

환국 과학 기술원 생물공학과

한국야쿠르트 연구소

한국 원자력 연구소

한국표준 연구소

13
14

한국화학 연구소

한국 환경 기술 연구소

H
H

4



표 4. 교육기관의 삼중수소 사용허가 현황

번
교육기관명 군별

사용 허가
사용목쩍

호 수량 (mCD

1 정상대학교 4군 20 핵및 방사선 몰리학 설협

2 경북대 자연파학 대학 4군 50 연구및 실험

3 개명대 자연과학 해학 H3 3 생화학적 척용 검정

4 부산대 의과 대학 4군 4.8 학술연구

5 서강대 이공 대학 4군 037 연구및 실험

6 서울대 농과 대학 4군 80 농학적 응용 연구

7 서울대 약화 대학 H3 300 생화확， 생리 약리및 면역학척 연구

8 셔울대 자연과학 대학 4군 20 실험및 연구

9 서울대 치과 대학 H3 10 생화학및 면역확 연구용 추켜자

10 서울 산업 대학 H3 10 PCB 풍의 일부 유기화합물의 검출 분석

11 성균관대 이과 대학 H 5 Enzyme Assay 단백질 합성

12 연셰대 이공 대학 4군 200 여공학척 연구및 설험

13 이화 여자 대학 H3 20
핵산마 단백질 표시에 사용， 핵 에너지

준위 구조에 대환 연구

14 언제 대학 H3 6 생물학적 연구

15 전남대 농과 대학 H3 1.8
식물， 미생물의 생체에서 농약이 미치는

영향 설험

16 전남대 약학 대학 H3 0.375 의료용 의약풍및 생화학적 연구

17 전남대 의과 대학 4군 66 의학적 연구및 환자치료

18 제주대학교 4군 60 표육훈련및 연구

19 충남대 의과 대학 4군 43 동물실험및 연구

20 충북대 농과 대학 H3 1800 토양몇 식물 채내의 농약 잔유물 연구

21 충북대 약학 대학 H3 1.8 교육및 연구

22 카톨릭 대학 4군 90 영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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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의료기관의 삼중수소 사용허가 현황

번호 의료거관명 군별 사용허가수량 (mCD 사무목적

l 강남성모병원 H-3 300 환자의 진료 및 임상연구

2 대전성모병원 H-3 50 환자의 진료 및 엄상연구

3 여의도성모병원 H-3 19.8 환자의 진료 및 엄상연구

4 경북대병원 H-3 20 환자의 진단 및 진료

5 정회의대부속병원 H-3 10 의학적연구 및 환자진료

6 고대혜화병원 H-3 100 환자처료 몇 임상연구

7 고신의료원 H-3 15 환자진료 몇 의학척연구

8 국립의료원 H-3 2 환차친료 빛 의학척연구

9 부산의대부속병원 H-3 5 환자진료 및 의학척연구

10 셔옳대병원 H-3 100 환자진료 및 의학척연구

11 성빈센트병원 H-3 3 환자진료 빛 의학척연구

12 순천향서울병원 H-3 10 환자진료 빛 의학적연구

13 연세암센터 H-3 50 환자진료 및 의학적연구

14 진주예수병원 H-3 3 환자진료 및 의학척연구

15 원자력병원 H-3 40 환자잔료 및 의학척연구

16 서울빽병원 H-3 10 환자진단 및 치료

17 천북대병원 H-3 150 환자진료 및 동물실험

18 제일병원 H-3 12 환자의 진단 및 치료

19 중앙대 H-3 10 입상검사 및 암치료

20 충남대병원 H-3 2 의학적연구 및 환자의

21 환양대병훤 H-3 100 진료

22 군산대병훤 H-3 10 환자의 진단 빛 임상연구

23 중대용산병원 H-3 10 환자의 진단 빛 엄상연구

24 전남대병원 H-3 30 환자의 진단 빛 엄상연구

25 원광대병훤 B-3 30 환자의 진단 빛 엄상연구

26 세브란스병훤 H一3 15.05 환자의 진단 빛 엄상연구

27 녹십자임상병리파 H-3 0.18 임상검사 및 연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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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얼반사업체의 삼중수소 허가수량 및 사용목적

변 호 회 사 명 군 별 사용 허가 수량 사 용 I-E, 척

l 국쩨 전자 공엽 (주) H3 86,728 Ci 야광용제조

2 (주) 녹섭자 H3 22 m Ci 배양 정검및 진단시약제조

3 두원중공업
H나。

20，α찌 Ci 야광용

4 대립엔지니어링(주) H 250m Ci 빼수중의 PCB측정

5 (주)대우 엔지니어링 H3 1 Ci PCB및 알킬 수윤측정

6 대한공학공업(주) H3
9α)() Ci 야광용

7 동우 인터내셔날 I-e 9637.5 Ci 야광제풍 조립 생산

8 (주)범한정수 H3 1 Ci 빼수중의 PCM 측쩡

9 삼성중공업(주) H3 1 Ci 혜수중의 PCM 측정

10 삼우양행 H3 9564 Ci 광학기기의 야광용

11 삼청산업(주) H3 1 Ci 폐수중의 PCB및 얄킬수은 측정

12 (주)세진 H3 27.5m Ci 팡학기기의 야광용

13 아세아 정수 공업사 H3 1 Ci 폐수중의 PCM 측정

14 여송산업(주) H3 950 Ci 군용 야팡표식도장

15 (주)이융양행 4군 0.1 Ci 야광제품 제조

16 오리엔트 시계 공엽(주) H3
lα)() Ci 형광도표

17 제일제당 H3 3m Ci 유전공학 연구

18 (주) 종근당 4군 않m Ci 체외 캠사및 연구

19 환국 정수 공업(주) H3 I Ci PCB측정

나. 자발광체 조립 엽체 현황

국내에서 삼중수소률 사용하여 야광제품을 조립생산하는 업체는 표 7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국체전자공업(주)， 두원중공업(주)， 대한팡학공엽(주)， 동우인터

내셔날(주)， 삼우양행， (주)세잔， 여송산업(주)， (주)이원양행， 오리엔트시계공업(주)

퉁 9개 회사로서 군용장비의 야광제품 생산업혜인 국제전자공업(주)， 두원중공업

(주)， 여송산업(주) 둥의 삼중수소 사용허가량이 각각 ( 86,728Ci, 20，때Ci， 95OCi>

로서 역시 삼중수소의 수요가 크다고 생각되며 다음에 대한 광학공업(주)， 동우인

터내셔날(주)， 삼우양행이 각각 7아lOCi， 9637.5Ci, 잃없Ci의 삼중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산업체아었다. 표 7은 국내 야광제품 생산업체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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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내 야광제품 생산업체 현황

번호 회사명 연간삼중수소사용허까량 사용목적 비고

(Ci)

1. 국제전자공업(주) 86,728 군장비의 야광용

2. 투원중공업 20,000 군용장비의 야광용

3. 대한광학공업(주) 7,000 야광용

4. 동우인터내셔날(주) 9,637.5 야광제품 조립생산

5. 삼우양행 9,564 광학기기의 야광용

6. (주) 셰진 0.0275 광학기기의 야광용

7. 여송산업(주) 950 군용야광표식도장

8. (주} 이원야행 0.1 야광제품제조

9. 오리엔트시계공업 1 형광도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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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삼중수소 축적

삼중수소(tritium)는 중수형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에 따라 감속채와 냉각재에

축척되는 유해방사성 물질이다. 1993년 9월애 한천에서 발표한 장기 전력수급

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표 1과 같이 새로이 4기의 중수행발전소를 건셜활

예정이다.

표 8. 중수형 발전소 계획 ( PHWR Power Plants Plan )

연도‘ 월 발전소 시설 용량 (MWe)

1없7.6. 월성 2 호기 700
1앉갯8.6. 월성 3 호기 700
1999.6. 월성 4 호거 700
2006.6. 월성 5 호거 700

/-~~ 관중수소는 중수행 발전소의 감속채와 냉각재의 구성원소인 충수소가 중성자
-‘...=~- ~~~~~~ζζ~ ~~~-~_~~JJ' ~'-~~~~~t‘=-...c.:=~-‘~

-‘으켜 일부가 삼중수소로 전환되어 생성된다. 이 삼중수소는 반감

자연붕괴되어 소량씩 소멸된다. 이와같은 생성과 소멸을 감안하

여 삼중수소 축척식이 유도된다.

중수중 단위 방사능을 A Ci/kg 020로 하면

A = Am { 1 - exp( - At) }

- 9 -



여기서 Am은 포화방사능치로 월성 1호기의 경우， 감속채는 Am = 80 Cνkg D20 ,

냉각재는 Am = 2.5 Cνkg D20 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삼중수소의

A = 0.056 yr-1 이다.

표 l의 중수형 발천소 계획과 1983년 이래 가동중인 월성 1호기에 축적되는 삼

중수소의 총량을 윗 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었다.

부록 1은 동위원소 축적 계산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았다. 부록 2는 월성로 각

호기별 총 삼중수소 예상 재고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월성 1호기의 운전

경험으로 부터 유도된 삼중수소 축적식과 발전소 건셜계획에 따른 삼중수소 총

예상 축적량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삼중수소 재고는 월성 2호기가 가동되는 1997년 부터 다소 빠른 속도로 중가

하기 시작하여I 2000년이 되면 현재의 2배， 20101건에는 현재의 약 5배 이상으로

중가하여 총 52 MCi가 축적된다. [ 1 ]

월성 1호가의 경우 삼중수소 농도는 1994년 10월 현재 감속재중 38.4 Ci!kg , 냉

각재중 1.53 Ci/kg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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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짜발팡체 제조가술

1. 자발광도료 개요

자발광도료로 예전에는 Ra-226에서 방출하는 g선으로부터 형광체를 여거

해서 어둠속에서 발광시켜 그 빛올 이용하였다. 자명종시계 둥이 사용되어지고

일반 대중 사이에 넓게 이용되어 온 것이지만， Ra-226는 a선 외에 r선올 방출하

는 것으로 시계의 유리논 물론， 금속까지도 뚫고 지나가서 서서히 인체 펴폭 같

은 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원자로에 의해 많은 종류의 인공방사성 동위원소가 생기고나서 약한

β션을 방출하는 핵의 종류를 자발광도료에 이용할 수 있는데， 먼저 Pm-147이，

후에는 트리티움을 이용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Pm-147을 이용한 것이 조금 있지

만， 기타 외국에서는 트리티움을 이용한 것이 상당히 많이 시장에 출하되고 었다.

자발광도료에 이용되어지는 형광체는 황화아연결정 발광체로 거의 차지되어져

있다. 이것은 무기계 결정 발광체나 유기계발광체에 버해서 황화아연발광체가

방사선에 대한 감토가 대단히 높고 비교적 적은 방사능으로 높은 휘도를 얼을

수 있가 때문이다.

한편 이것에 이용되어지는 결합제는 수지를 용체얘 녹인 것인데， 방사선에 있

어서 색 변화의 정도가 적은 수지를 사용한다. [2]

가. 황화아연

황화아연 (Zinc Sulfide: 분자량=97.45)은 황백색의 무정형 분말로 물에

녹지 않으며 산에 녹는다. 광선에 닿으면 변색하기 쉽다. 비중=4.1 ， 융점 =l，850t ，

비첨= 1,180t 에서 숭화한다. lOOt에서 6분자， 200t에서 모든 결정수륭 잃는다.

일반척으로 도료， 안료， 염료 원료 및 X 광선 및 TV 은막 둥의 얀 대용과 야

광시계 문자판에 쓰인다. [되

- 12 -



예상활 수 있다.반용은 다음과 같이

(a)

(b)

반용 (a) 와 (b) 의

나. 황화 아연과 물의 반용성

황화 아연과 물이 접촉했을 때의

ZnS + H앙) ~ ZnO + H2 + S
ZnS + H상) ~ ZnO + H2S

이와같은 반웅의 반용성을 얄아보기 위해

Kb 를 다음식으로 부터 계산하였다. [6,7]

_ -4G~lnK= ::::~RT

평형상수 Ka 와

각 반용 성분의 Gibbs free energy of formation 은 열역학적 자료[4] 로 부터

다읍과 같이 구하였다.

L1 GOfZnO = -76,190 c외/mole

L1 GOfZnS = -44，밍o c려/mole

L1 GOffi2S = - 7,850 cal/mole

L1 GOfS = - 71 c려/mole

L1 G。쩌20 = -56,690 caVmole

먼저， 반용 (a) 에 대하여 평형상수를 계산하면

L1 GOa = L1 GOfWO - L1 GOflnS - L1 GOfH20 = 24,771 caν'mole

_ -L1 Go
{‘24.771)

lnKa=-τ-;n- - i'-. nn"、i' nnn、 =-41.잃4

따라서 Ka == 6.79 X 10-19 이며

반용 (b) 의 청우

L1 GOb = L1 GOfZnO + L1 GOfH2S - L1 GOlZnS - L1 GOfH20 = 16,850 c려/mole

lnKb=二4흐r - (-16.850) =-28.457
RT - (1.987)(298)

따라서 Kb = 4.378 x 10-13 이다.

이와같은 결과로 볼 때 이 두 반용은 I명형상수의 값이 상당히 작으므로 매우

일어나기 어려훈 반웅이라 생각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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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발광체와 동위원소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자발광체애 사용하는 동위원소는 다옴

과 같은 물성이 요구된다· [8]

i) 반갑기가 길 것

피) 최소의 차혜를 요할 것

iii) 안정한 물질로 붕괴될 것

iv) 화학적. 방사생물학적으로 무독성일 것

v) 염가얼 것

vi) 사용후 폐기처분이 용이할 것

베타선방출챔로는표 9와 같이 삼중수소 ( H - 3 ), 프로메티움 ( Pm - 147

)및 크립톤 (kr - 85 )을 들 수 있다.

경제성과 안전성 양면에서 삼중수소가 가장 상기기준에 부합됨을 알 수 있다.

<표 9> 자발광체를 위한 동위원소 비교

동위원소 반감기 최대베타 갑마선 확학척 방사 가격

(년) 에너지 방 출 독성 생물학적

(keV) 독성

H-3 12.3 18 없옴 없옴 거의없음 저 렴

Pm-147 2.6 230 극미량 없음 τx 간 고 가

Kr-85 10.7 670 미량 없옵 약 합 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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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소 자발광쩨는 다음의 장점을 가져고 있다.

i) 외부전원이 불필요하므로 안정환 발광을 지속한다.

피) 전선이 필요없는 독립체이므로 절치.유지가 단순하다.

iii) 전지쿄체 둥의 문제가 없이 수십년간 발광이 유지된다.

iv) 고온.저온 둥 외부환청에 거의 영향올 받지 않는다. 영하 57't 이하에서

도작동한다.

자벌광체는 민간부문에서는 주로 야광시계에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항공기나

공공건물의 비상구냐 경고퉁에 사용되고 있다. 군사용흐로는 독도경 및 항공기

용동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야광시겨l 의 청우에는 차발광체분말올 도료형태로 만

틀어 사용하고 있다. 비상퉁의 경우에는 유리튜브내벽에 형광물질인 황화아연을

바르고 튜브내에 삼중수소기체를봉입하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었다.

2. 트리티움 자발광체의 제조

트리티움올 이용환 자발광도료는 약한 R션을 방출하는 트리티움이 기체，

액체， 고체분발의 상태이고， 공기오염이나， 표면오염에 주의하면서 다옴 같윤 공

정으로 처리한다. 트리티움은 가스 또는 불의 화학형태의 것을 이용활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에 의해 고체화 해서 형광체에 코탱해야 한다. 이 고체화로

는 불포화 유기화합물에 수소 첨가법에 의한 트리티움가스를 첨가한， 소위 접촉

환원법， 활로젠화 유기화학물의 활로겐과 트리티움을 치환하는 방법， Ti. Zr, Li

퉁의 금속에 트리티움가스 또는 물을 반용시켜 수착하는 방법 둥을 이용할 수 있

고， 세계는 각 제조회사에 따라 특색있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방법에 따라

가스 포는 수중기 가스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 취급설비는 복캅하다. 골로브상자

또는 밀폐식 후드 안에 설치된 반용장치를 글로브 또는 전자밸브의 개폐에 의해

원격조작한다. 이것들의 반용은 장치자체 보다 트리티움이 누셜되는 것을 이중

이나 삼중으로 예방하는 것이 취급기술상 가장 어렵고， 더구나 대단히 중요한 문

제이다. 더우기 장치에서 만일 트리티움이 누셜될 경우에도 그 시설의 작업실내

빛 배기구의 트리티움 농도가 법률 허용농도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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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용량의 송풍기를 가진 환기설비와 배기계 턱트의 도중에 트라티움을

포집하는 트랩을 설채해야 한다.

트리티움 자발광도료 제초상의 한가지 기술척 문제는 트려티움의 8선이 약한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그 비청은 0.6mg/cm2
의 트리티옴 유기화합물의 경우 그

비중이 약 0.8-1로， 6-8미크론의 벼쩡 밖에 없다， 그 때문에 트리티움을 고정한

화학물은 대단히 비방사능이 높은 것을 될수 있는 한 짧게해서 형광체의 표면에

고청해야 한다. 이 벼방사능이 높다고하는 것은， 한편으로논 가능한 한 척은 트

리티움의 양으로 발광효융을 올라는 것이지만， 반면 트리티옴에 의한 자기방사선

분해 풍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적당환 비 방사능을 결정해야 한다. !E, 그 코팅

의 방법에 의해서도 벌광효율 (형광체 단위량당 트리티움의 수량)은 변화한다.

이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용액내에 형광체를 현탁해 두고 첨전법에 의해

형광체 표변에 밟게 트리티울 화합물을 침착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다.

삼중수소 발광선원은 구형 원통형 대자는 직육면체의 유리로 된 관의 내벽을

인으로 코팅한 것으로 삼중수소를 충전한 후 밀봉처려한 것이다. 유리관의 재료

로 쓰야는 것은 용규산유리 ( borosilicate glass )이며 붕규산유리 내벽에 언을

바를 때， 인 자체는 그냥 발라지지 않기 때문에 인산을 접합체 ( binder ) 로써

사용하게 된다. 또환 광원의 휘도를 높이기 위해 반사체 도료률 철 하가도 환다.

이러한 삼중수소 발광선원의 제작설계에 있어서 주요인자들은 선원의 형태 및 크

기， 창의 형태 및 크기， 반사체의 유무， 광원 내에 충전된 삼중수소의 압력， 인 코

팅의 두께 및 사용된 접합쩨의 양 둥이다. [9. 10 ]

가. 잠중수소 발광선원의 형태 및 크기

발광선원의 절대적인 크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만들게 되는 창에 따른

휘도변화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몇가지 형태의 광원은 인 코텅 부위 중에

창올 냄으로써 특정방향의 휘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다. 예로 원통형 광원의 경

우는 85퍼센트 이상 코텅될 정우， 전면 코팅된 것 보다 투명한 선형 창 (clear

sσip window)올 갖는 쪽이 더 밟다. (창의 모양은 대깨， 구형 용기 (Bulb)의 경

우는 원형이고 관형 용기는 판 길이 쪽으로 션행이다.) 또한， 인 충의 두께가 표

준척언 정우 안 충 뒤에 반사충을 두면 광출력이 현저하게 높야진다. 반사혜도

료를 사용함으로써 중가되는 휘도는 인 충을 투과하는 빛의 양에 비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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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삼중수소 가스 압력

인 표면의 휘도는 업사선속의 함수이고 입사션속 (구형 또는 원통형)은

P*R의 합수인 데 여기서 P는 삼중수소의 압력， R은 광원의 반경 ( em )이다.

구형 광원의 경우 크기가 큰 것이 전반적으로 더 밝기는 하지만 P*R 의 증가

에 따르는 휘도 중가율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투명한 원형의 창을 가진 반사

체가 철해친 구형 광원의 경우7 P*R의 중가에 따른 창 쪽의 휘도는 매우 급격한

중가율을 보언다. 그림 2에 삼중수소 압력에 따른 휘도의 중가를 나타내었다.

다. 인의 종류， 코팅 두께 및 입자 크기

1) 종류

인의 총류 자체는 다양한데 이들 중 많은 것들이 다른 활성화 형태

하에서는 효율척이면서도 삼중수소 - 베타 투사시에는 매우 효융이 낮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각종 인들의 종류와 색상， 제조업체들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것오로 칸주되는 것은 Levy West 형태의 T A , TA-2, CF81, TB, FF12 및

GNSFF와 같은 것 들이 었다. 그리고 Lurrrinophor 222 (불은 잭 red) 는 Levy

West 형태의 TA 보다 유동 특성이 좋고 또한 밀봉쳐리시의 인의 손상도 여 TA

보다는 적은 것요로 여겨져 보다 좋은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 9, 10 ]

2) 코팅 두께

인의 두께는 mg/cm2의 단위로서 결정한다.

제작되는 대부분의 발광선원은 내벽을 인으로 코평한 유리용기 ( Bulb)로 되

어 었다. 그러므로 인 표면에서 방출된 빛은 반드시 인충을 다시 투과해 나오게

되므로 인 충의 두께는 최적두께에 가능한 한 가깝도록 해야 활 것이다. 비록

언이 발하게 되는 빛은 언의 두께에 벼례하게 되지만 어느 한도치를 지나게 되면

오히려 그 이상의 인은 더 많은 양의 빛을 홉수하게 된다. 이것은 얀 충올 투과

하여 나오는 빛 뿔만아나라 그대로 표면 쪽으로 방출되는 벚도 마찬가지여서 인

충이 어느 이상 두꺼워지면 휘도는 일청하게 되어버린다. 최적 두께는 인의 종

류에 따라 2-7.5 mg/cm2정도이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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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발광도료의 코텅

앞에 열거한 것처럼 자발광도료는 황화아연계 발광체 풍의 무기결정 발

광체가 이용되어지고 있지만， 이것들은 입도가 5-30 미크론요로 안료로서도 비교

적 커다란 입차이고， 더우기 비중야 4.02로 크기 때문에 일반의 페인트와 다르고

결합체와 발광분말과는 다른 용기에 넣어서 판매되어진다.

따라서 도장작업장에 두고 결합체와 발광분말을 도장직전에 연합활 필요가 있

다. 그래서 도창작업장에서 방사성물질을 고체분말상태 및 도료상태로 취급하

는 것이 된다. 그 셜비로서는 도료의 취급올 위해 글로브 상자 또는 후드가 이

용되어지고， 도창작업용으로서는작업성도 고려해서 작업대에 유리， 또는 수지판

으로 만든 카바(일종의 후드} 를 사용하고 배기를 강하게 해서 행하는 방법을

취활 수 있다.

도장방법은 붓으로 철하고 또는 실크스크린 방식을 이용하지만， 여기에서 문제

가 되는 것은 이것들의 작업에서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펴1 커물이 다량발생하고

게다가 농도가 높은 것이다. 완전히 재사용하는 것은 어렵고， 현재는 보관 혜기

쳐려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가의 가구가계에 의환 고도의 기술올

요하는 도장이나 인쇄방식이 행해진다.

4. 트리티움 자발광체의 안정성

자발광도료는 방사션에 의해 형광체를 여기하고 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방사성물질의 자연붕괴에 의한 감축 및 형광체의 발광효율의 저하 둥에 의

해 휘도가 감축한다. 트리티움을 이용한 자발광도료의 경우는， 이랴한 이유보다

도 오히려 트리티움 화합물의 자기방사선 분해에 의한 이탈 및 형광체에 대한

트리티움 화합물의 고확 앙태변화， 예를들면 형광체 표변에 짧은 충올 형성하고

있는것이 수분이 다른 영향으로 팽윤해서 고착상태가 발광에 판여하는 션의 비

융이 적게 되는 방향오로 변화하기 때문에 휘도감축이 얼어난다고 생각되어진다.

이 휘도감축은 그 보폰 분위기에 따라 서로 다른 것 으로 나타난다. 저온밀

봉， 상온빌봉， 상온 개봉의 순서대로 휘도 보존이 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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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통과 법적 규제

자발극장도료에는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자발광도료 제조업자 보다， 판매 또는 도장가공업자는 법률에 따라 방사

성물월율 취급하는데 맞는 설벼， 관리자를 갖추어야 한다.

과기쳐고시 “ 방사선량 퉁에 관한 규정 ”중 삼중수소 관련 농도는 다음

표 10과같다. [ 4 ]

표 10. 방사선량 규정

항목 방사능 규정

방사성 동위원소의 농도 z7 kBq/kg (2 mmCi/l땅) 제 9 조

밀봉 또는 밀봉되지 아나한 H-3 3.7 MBq CO.1 mCi) I ’

단위제품당 925 MBq

발광물체에 사용된 H-3 (25 mCi) ”

군사용 또는 항공기용으로사용된 단위제품당 370,000 MBq

H-3 (10 CD "

여지에서 문체가 되는것은 자발광도료는 도장된 가공품의 유통에 있지만， 야광

시계의 정우를 예로 문제점을 분석해 본다. 야광사계는 법률상으로는 밀봉선원

으로서 취급할 수 있는데， 현채의 법률에서는 100 J1Ci이상의 밀봉선원은 자유롭

게 유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척인 야광시계에는 트리티옵이 있어도

100 μCi야하의 양으로는 자발광도료 자신의 발광이 약해서 실용척으로는 불충분

하고， 단지 단순히 디자인 목적으로 도장되어지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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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법률규제에서는 나타난 핵종류별 및 시계의 총류별로 양이 규제 된다

야것은 야광시계에 한청되지 않고 다른 자발광도료 가공품에 대해서도 각각의 종

류의 상품에 있어서 충분한 안정성과 설용성의 양변에서 검사하고 각 나라마다의

위험률과 휘도가 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국제원자력 기관이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각 나라안의 법척규제를 바꾸도록 권고를 행했다.

그 권고의 내용은

a. 시계 문자판 빛 바늘에 사용하는 발광도료에 포함된 트리티웅의 양은 국

가에 따라 0.1 (얼본) - 100 mCi (영국) 와 같다.

b. 야광시계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보통의 사용 상태로 두고 다음 같은 것으

로 해야한다.

i) 야광시계의 사용자는 방사성물질에 부착한 문자판 및 바늘과 직접접촉

하는 것에서 방어되어지고 있는 것.

ii) 낮은 에네르기의 B션은 시계의 케이스에 의해서 유효하게 홉수되어지

는 것 둥 외에 밀착이나 진동시험 퉁 미세한 곳까지 권고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거리의 시계상접에 있어서 수라될 경우， 개방 선원

이 되는 것 및 서계가 혜기될 경우 방사선에 대한 안전대책은 완전히 없는 것이

다. 사용자가 환정된 경우는 폐기물회수의 방책이 있지만 야광시계 같이 일반대

중에게 넓게 사용되는 경우， 그 실시는 대단히 어렵다. 이것은 가장 커다란 문제

로 남게 된다.

또 형광체를 발광시키는 데는， 200-300mCi/mg의 높은 비 방사성의 트리티움

표지 화합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극미량이 흘러나와서 요염이 된다. 오염 안되게

하는 설벼나 관리는 물론 있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책크하는 서베이 미터나 개

인 모니터링의 개발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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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삼중수소 척장 몇 분리기술

1. 금속 트리타이드와 밀봉용기

중수형발전소에서 농축추출한 삼중수소는 기체 ( T2 또는 DT ) 나 액첸
r、 (/'\‘r-------‘-‘

(T20 또는 DTO) 월꽤로 존재한다. 면리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이 삼중수

소를 먼저 고체화 한다- \이러한 고체화에는 수소첨가환원법여 었다. 즉， 불포화

유기화합물에 삼중수소 기체를 반용시켜 포화물로 만드는 것이다. 또는 활로겐

화 유기화합물의 활로첸을 삼중수소로 치환하는 수소치환법이 었다. 또는 다공

성금속언 Ti, Zr, Li 둥에 수소를 홉착반용 시켜서 고체화하는 수소홉착법이 었

다.

이렇게 제조된 삼중수소고화체는 형광체 표면에 높은 비방사능을 가전 아주 앓

은 박막충으로 도포되야 한다. 왜냐하면 삼중수소는 매우 낮은 에너져의 베타선

을 방출하는데， 그 비정이 6 -8 미크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주로 금속트리타이드에 의한 삼중수소 고화 및 삼중수소 분리기술

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스처장온 가스봄베 혹은 유리앵플 둥 멀봉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중수소의 청우에도 기본척으로 같다 방사성물질로서 삼중수소는 약한 웰꿇
이며， 저에너지 제동방사선이 방출되지만I r 방사체처렴 차혜시킬 필요가 했다

따라서 처준위 상중수소의 처장시에 기밀을 유지활 수 있는 밀봉용기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핵융합연료 삼중수소의 저장과 같이 그 량이 수만 Ci (

수g ) 이상이 되면 다옴과 같은 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삼중수소는 반감기

가 12. 3년이며， β 봉괴되어 ~e 으로 핵변환한다. 1몰의 삼중수소가스 ( T2 )

로 부터 2 몰의 ~e이 생성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용기내의 압력이 높이

올라간다. 또 표준상태의 삼중수소가스 1 cm3 (약 2.6 CD에 대하여 8.63 * 10-5

W의 열올 발생한다. 삼중수소의 물리적인 성질에 추가하여， 저장용기로 부터 삼

중수소를 일정량 취출하여 사용활 때， 저장용기와 계 사이의 배관에 보폰사키지

만， 그 배관중에 잔류된 삼중수소를 안전상 회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삼중수소

의 저장용기로서 금속수소화물 (삼중수소화물)의 이용이 고려되어지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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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수소화물용기는

1) 봄베와 비교하여 다량의 삼중수소를 처압에서 봉입활 수 있다. ( 금속 우

라늄을 사용활 때. 25cm
3의 용기에 약 40 리터 의 삼중수소를 감압상태

에서 저장 할 수 있다.)

2) 삼중수소가스의 정제기능 둥 몇가지 잇점올 가지고 었다.

이것은 금속 수소화물 (고체)상의 평형수소분압 (해리압〉이 온도에 의존하

기 때문이다.

금속수소화물의 온도 T( K)에 있어서 해리압 P( Torr )는 일반적으로 다음식

과 같이 표시한다.

A

log P= - -- + B

T

여러가지 금속수소화물의 해리압이 표 11과 같아 보고 되어 있다. 이 표의 마지

막 행은 해리압이 171압이 되는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금속수소화물중에서

도 ulb 는 실용에 아주 척당한 해리압올 가지고 있어， 삼중수소의 처장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표 11에 게재된 금속수소화물 외에도 최근에 수소에너지 이용개

발과 더불어， 여러종류의 금속간 화합물이나 합금이 수소저장용으로 개발되고 있

다. 이 외에 AI - Zr (84wt%) 합금도 삼중수소 처장체로서 주목되고 있고， 미

국의 Tokamak Fusion Test Reactor ( TFTR )의 연료급 배기계에서의 사용도

검토되고 있다. [1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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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금속수소화물의 해리압 [3]

A
상수값 log P (torr) = - i + B

포화수소화물 T(K)
분차식 -6Hp -6Sp T

A B 온도 ('C) (kcaVmol) (c려/moI) (latm,'C)

T표12 8,630 12.43 400-650 39.49 43.49 631

UIh 4,410 9.14 450-앉퍼 30.27 43.11 432

ZrH2 11,630 12.98 550-900 53.22 33.04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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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속삼중수소화물에 의한 저장

삼중수소가스 (T2)의 처장에 금속우라늄이 우수한 성질올 가지고 있어서， 처

장체 용기로서 널라 이용되고 있다. 이 저장체는 실온에서 삼중수소가스를 “홉

취”하고， 온도가 상숭 «400'(; )하면 홉취된 삼중수소를 T2 로서 토출한다.

즉 금속우라늄과 삼중수소가스의 반용에서

3

UTa(s) =: U(s) + T2 (g) -------- (1)

2

의 I명형이 성립되고， 그 가역반용의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금속우라늄상의 삼중

수소가스의 i영형중기압 P (Torr)와 온도 T ( K)의 관계는 다음 식과 같이 표시

된다.

P = 2,891 * 109 e -1O.29OIT -------- (2)

우라늄 처장체는 실온에서 부터 약 400 "C 범위애서 사용하면 그 효율올 손상시

키지 않고 삼중수소의 저장과 취출을 반복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라늄 처장체의 설계나 사용시에 다읍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우라늄괴나 철삭면 둥은 공기에 첩촉해도 발화나 폭발같은 위험이 없이 비교적

용이하게 취굽활 수 가 있는데， 처장체에서 사용하는 우라늄은 미세화( 약 1 μm)

시킨 것이다. 며세화된 우라늄은 공거중에서 발화성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불활

성가스 분위기나 진공중에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때문에 우라늄은 괴상

혹은 철삭편파 같은 형태로 처장체용기에 장전하고， 용기내에서 수소 (Hz) 와의

반용을 반복조작하여 미세화한다.s:. 장전전에 우라늄의 세청도 필요하다. 세청

에는 뜨거운 품은 질산 ( -8 N )을 사용하며， 세청후 건조시켜서 용기에 장전한

다. 우라늄은 수소화하면 용적 이 중가한다. 최종 수소화물의 밀도는 3 gcm-3

인데， 금속우라늄의 멀도 19 gcm-3과 비교하면 변화가 대단히 크다. 용기설계에

있어서는 이 용적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우라늄의 수소화반용은

약 190 k j.mol-l 의 열이 발생하므로 온도체어에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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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ot 이상에서는 우라늄분말이 소결되기 시착하므로 우라늄 처장체의 온도는

600t 이하로 쩨어하는 것이 좋다. 용가재료로서는 316 스테인레스강이 종종 사

용되는데， 가열부분으로 부터의 삼중수소 투과에 대한 배려에서 진공충을 사이에

둔 이중벽 구조의 용기가 훨씬 좋다. 또 외벽은 수냉이 가능환 구조가 좋다. 용

기， 배관 및 밸브둥의 기밀성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삼중수소 취

급시설에서 설제로 사용되고 있는 우라늄 저창체 용거의 예를 몇가지 소개한다.

실험실 둥 비교적 처준워 «100 mCi )의 저장에 사용되는 용기는 안전상의

배려에는 다소 미홉하지만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고， 진공라언 〈후

드설치)에 조합하여 사용한다‘ 사용 상한온도는 400t 이고， 미분화된 우라늄이

비산되져 않도록 석영 섬유를 채워 넣는다.

로랜스려버모어 연구소에서 20년이상 결쳐서 사용되어 오고 있는 용기는 구조

가 단순한 U자형 용기이다. 이 용기에는 112g의 우라늄아， 스태인레스강울로

구철된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장전시키고 있다. 일본 원연에서 설계한 것으

로서， 삼중수소 제조실험에 사용되는 것은 스테인레강체의 내벽과 외벽사이에 진

공을 유지하는 구조로 되어 었다. 외벽에는 수냉관이 부착되어 있고， 삼중수소가

작업환경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배려되어 있다. 수 g와 우라늄이 장전되어 있어，

1α)Ci 이상의 삼중수소를 처장할 수 있다. 저장레벨이 높아져도 우라늄 게타용

기의 구조에 큰 변화는 없다. 이외에도 유리허 연구소에서 설계한 20kCi 저장용

기가 었다. [3]

3. U - ( H , D , T )계 처장

금속우라늄피 또는 절삭면올 붉은 질산으로 세척하고， 이것을 수소 1 기랍중

에서 250 'C 청도 가열하면， 우라늄은 수소를 홉수하여. Ufu 로 생성된다. 생

성파 동시애 우라늄은 분말상태로 되며， 얻어진 003 는 분말상이다. Ufu를

500t 부근까지 온도를 상숭시키면， illh 는 분해되어 수소를 방출하여 본래의

금속우라늄으로 되돌아칸다. 우라늄은 거의 미분화되지만， 온도를 상송시키거나

하강시켜서 홉수와 방출을 반복하면， 분말은 더욱 미셰하게 된다. 금속우라늄의

며세분발은 반용성이 매우 강하여， 각종 우라늄화합물을생성하는 출발물질로 이

용되고 있다. 그런데 공기중에 노출되면 발화하여 연소되므로 취급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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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3 1올의 연소열은 약 340 kcal이다 ( U303 를 생성하는 경우 ). 이와같은 금

속우라늄의 성질을 이용하면， 수소가스의 청제가 가능하다. 예릎툴면， 산소， 수

분， 헬륨， 수소가스로 된 혼합가스를 3OO'C 의 금속우라늄분말과 첩촉시키면， 산

소와 물은 우라늄과 반용하여 이산화우라늄 ( VOl )을 생성시킨다. 수소도 UH3

률 만들지만， 야것은 뒤에 UHa 를 고온으로 처리하여 수소를 회수활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수소의 정제와 병행하여 헬륨의 정체률 하게 된다. 실제로 실험실

적인 규모에서 수소의 청체에 우라늄을 이용하는 경우가 중총 있다. 우라늄을

수소의 일시적인 저장재로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특히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잇점이 많다.

그이유는

1) 우라늄중에 처장이 카농한 수소량은 화학 양론척인 l1H3까지 이고， 삼

중수소의 청우에는 360 Ci/g-U이다.

2} 1기압정도의 삼중수소를 2OO--S00t 의 범위에서 재료적으로 사용하거

쉬운 온도에서 출입이 가능하다. 티타늄에서는 8OO'C 이상의 고온，

L aNis 에서는 수기압의 압력이 요구된다.

3) 실온에서 illh의 해리압은 10--6 - 10-5 Torr 이고， 탈수체인 몰혜률라

시브 No.5 의 중거압보다도 낮다‘

4} 금속우라늄중에서 수소의 해리도는 매우 작고 (수 ppm), 삼중수소 방출

후에 금속우라늄중에 잔류된 삼중수소량도 쩍다. 이 때푼에， Sandia

Laboratory Liv밍more (SL.L)풍에서 삼중수소를 금속우라늄에 일시척

으로 처장하고 았다.

아래에 U-H계에 대해서 물리화학척으로 상채하게 첼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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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u많의 결정구조

loot 이상에서 생성된 ulli는 f3 ulli이며， 그 결정구조는 입방결정체， 격

자정수는 a = 6.없SA ， 단위 셀중에 8분자를 합유하고 있다. u - u 최단거려

는 3.32A 이다. 비용적은 22.10 cm3/mol인데 ， a - U의 12.5Ocm3/mol에 비하면

1.77배나 크다. 이와같이 비용척이 크게 변화된 것은 금속우라늄괴의 분화때문이

랴고 생각된다. 저온， 예를들면， -BOt 에서 우라늄과 수소률 반용시킬 경우 a

-Ufu란 결정계가 생성된다.[I5] 그 결정구조는 체심입방결정체 ( a==4.160A· )마

고， 밀도는 11.12g/cm3
로서 β-003의 밀도 nO.91g/cm

3
)보다도 2% 더 높다.

003의 격자정수는 a상은 4.150A‘ , β상은 6.없3A。 이며， UT3는 각각 4.1잃A。

6.625A。 이다.[16] UT3는 상자성으로서 Tc == 171 K 이하에서 강자성을 나타낸

다. μeff = 2.5 μB， μord = 1.25，μB이다， 포환 UD3 의 Tc는 168 K 이다. UH3

중의 H의 확산활성화 에너지는 NMR의 측정에 의해서 구한다. [3]

나. UH.3의 평형해리압

상율에 의하면 V-H2원계에서 U, UH3, H2의 3상이 공폰할 때의 자유

도는 1이다. 따라서 UH:3의 명형해리압은 온도가 일정할 때 이것은 많운 연구차

에 의해서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500t 이하에 대해서는 거의 잘 일치된다.

예를들면， 평형해리압이 정확허 171압을 나타내는 온도는， 420t 에서 싫5t 사이

에서 값을 얻고 있다. 측정결과를 대표적인 예로서 열거하면

log P (atrn) = - 4.366/T + 6.249 --‘--(3)

로 나타낼 수 있다.[17] 그러나 고온 고압에서 측정된 예는 적지 않다. 더구나

그것들 사이에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었다. UD3의 해리압도 어느 연구자에 의

하여 측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여기서는 UH3와의 관계는

log P (atm) = -4,600/f + 6,829 ------(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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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의 고온， 고압 데이타는 아직 예측이 불가능하다. UT3의 평형해려압에 대

해서는 Flotow 와 Abr밟uun 의 데이타만이 알려지고 있다. [18] 그러나 그 값은

(2)식에 나타난 UD3의 데이터와 거의 중복되며， (1) 및 (2)삭과 비교활 수 없다.

다른 측정자에 의하여 측정된 데이터로 부터 동위체효과를 거론하는 것은 위험이

았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1)및 (2)식을 실온부근에서 외섭하면， -130 에서

(1)식과 (2)식이 교환하여， UD3의 해리압이 낮게 된다. 실온 (30"C )에서 평형해

리압은 UH3는 3*10-6 Torr, UD3 는 2*10-6Toπ 이다. UT3의 명형해리압도 거

악 같은 정도라고 생각되며 UT3는 삼중수소의 상당히 좋윤 저장재이다. 003의

평형해리에 있어서 일정한 해리압이 얻어지는 조성폭이 상당히 넓다.

다. 혼합수소화물의 열역학

혼합수소화물 U (H, D)3 는 UH3와 UD3의 이상 교용체로서 매우 유사

한 취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1 경우에 생성의 자유에너지는

6G = ( 1- X) b. GO (003) + X b.Go (003)

+ 3RT {X In X + ( 1- X) In ( 1- X) }

+ k RT In X -----------(5)

로 주어진다. 여거서 x 는 고용체중의 UD3의 몰 분율을 나타낸다. k는 상호작

용의 정수이다. 이 고용체와 명형한 수소가스의 분압은 (6), (7), (8)식과 같다.

P(H2) ::: pO (H2) . exp ( 2k X 2/3 ) -------(6)

P(D2) ::: po (Dz) . eXp {2kO- X )2/3} ------(7)

P(tID) ::: [ K.P(H2) . p(D2)]LJ2 ------(8)

K는 Ih + D2 ::: 2HD의 평형챙수야다. 또 po (H2), po (02)는 순수한 UH3,

UD3 각각의 해리압이다. 천압은 (9)식으로 표시된다.

-29-



P = P(H2) + P(!Y2) + P(HD) -----(9)

키장중에서 중수소량과 경수소량의 비는

(DIH)g = { p (02) + P(HD).2} / { P (Hz) + P(HD) . 2}로 표샤되고， 고상중

에서 그 비는 (D/Hh = x I ( 1- x ) 이므로， 분리계수로서 양자의 비를 취하면

(10)식이 얻어진다.

S= ( P(Dz) + 2. P(HD)} (1- x)1 { P (Hz) + 2 . P(HD)} x - (}O)

UHuD1.5에 대하여 그의 평형 해려압을 측청한 결과에 의하면， 그 데이타는 다읍

식으로 표샤된다.

log P ( atm ) = -4,141 IT + 5.98 -------(11)

x = 0.5 로 하고， 이 식올 (9)식과 같게 놓으면， 각 온도애서의 k값이 얻어진다.

라. 생성엔트로피 빛 생생열

ufu의 조성을 화학양론척인 것이라고 가정하고， 평형해리압에 멸역학 제

이법칙을 객용하면 아래 식과 같다. [3]

In P ( atm ) = 2/3R . (6.Ho fiT - So f )

이 식으로부터 Hf 및 E:. SO f 를 구한다. 낮은 온도의 데이터로 부터 구해진 A

HO f 및 E:.SO f 는 u1h어1 대하여 -30 k떠Imol로서 거의 일치하지만， 고온.고압에

서 얻어진 데이타는 그것 보다 다소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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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성질

금속우라늄을 수소의 홉수재로서 이용할 경우， 그 속도는 실제로 중요한 문

제이며， 또한 몇개의 데이타가 보고되어 있지만， 계통적인 연구는 아직 실행되어

있지 않다. 금속괴상의 우라늄올 수소화 활 경우에 종종 경험하는 것은 수소홉

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시간을 요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소도입

후 바로 수소홉수가 개시 되치 않는다. 이것은 우라늄시료가 아마 산화되기 때

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환번 분화된 우라늄은 수소를 매우 홉수하기 쉬워서 -80 "C 에서도 천천히 수

소를 홉수한다. 200-500 "C 에서는 초단위로 수소를 홉수 하거나 방출한다. 분

말 우라늄을 채워넣은 칼렴중에 He - Hz 의 혼합가스를 흐르게 하고， 출구 가스

의 수소농도를 가스크로마토그라피로 측정하면 초기에 수소가 우라늄에 홉수되

기 때문에， 출구가스중에서는 전혀 수소가 검출되지 않으며( 145 "C , 182 "C >, 전

체 우라늄이 DR3로 되고나서 비로소 수소가 출구가스중에 나타난다는 것아 판

명되었다. UH3는 수소의 ortho - para변화에 대하여 촉매활성을 가지고 있다.

그 반용속도는 - 130 K 에서 최소이며 그 이상의 온도와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반용기구가 다르다는 것올 시사한다. 고온에서논 수소원자의 교환에 의한 것이

라고 생각되지만， 져온에서는 이외에 상자기성에 의한 것이 거여하고 있기 때문

어라고 생각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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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수 삼중수소의 고정화

가.개요

삼중수소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는 삼중수소수와 수소의 고정화와 처

장방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래의 절에서는 비방사능양이 높은 삼중수소 (T2) 의

취급만울 상세히 서술할 것이다.

삼중수소수는 여러가지 홉착제(예 .molecular sieve}에 고정화되어 처장되거나

수화물(hy마ate)로써 화학척 화합불(예， in cement) 에 혼합될 수 있다. 삼중수소

수를 함유한 홉착제와 시땐트는 물과 접촉하여 동위원소 교환에 의해 삼중수소가

용해되는 헝올 막기위해 적절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이들 방법들은 처놓도의 삼

중수소에 대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처장이나 고청화를 위한 삼중수소

(tritiated hydrogen)로의 전환은 비용어 많이드는 또 다른 방법이다. 삼중수소 또

는 순수 삼중수소 가스는 가스로 져장될 수 있거나 또는 금속과 반용할 수 있어

서 금속수소화물(me않1 hy바ide， tritide) 을 생성한다. 금속수소화물로의 고정화와

처장이 추천되고 있는 방법이다. 기체상태로 저장용기에 T2 률 저장하는 방법은

이미 잘 확립환 기술이며 미국과 유럽에서 실행되고 있는 반면에， 고체형태로의

고청화는 그 가스의 누출에 관계되기 때문에 삼중수소의 단기와 장기 저장에 더

적절하다. 금속의 선택에 따라서 매우 낮은 명형 삼중수소 해리압력을 가지며 정

상적인 저장조건에서 공기와 물과의 반용성이 낮은 안정한 화합물이 형성될 수

있다. 가열함으로써 삼중수소를 회수활 수 있다

一 32 -



나‘ 급속 삼중수소화물(Tritides)의 특성

수 있다:금속 트리타이드는 금속과 삼중수소의 직접 결합에 의해 생성될

M(M.짧1)+ 쫓 T(gasy¢.MT쳐용때

반용온도에 의존한다. 많은 금속틀이

금속수소화물을 생성하지만， 몇가지 선택된 금속만이 삼중

수소 고정화와 저장올 위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적절한 금속 수소화

반용속도는 금속표면， 가스순도와 압력， 및

고체수소와 반용하여

있어야 하삼중수소를 강하게 결합할 수특성은 정상적인

며， 쉽게 제조되어야 하고， 삼중수소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온도와 맙력에서물의

이용

가열해

이동에단기 처장파 소량의 삼중수소의트리타어드는 삼충수소의

이하에서 처합으로

우라늄

7J}지-400t쉽게 홉수되며된다. 삼중수소은 망ot

서 회수될 미세입

것이다. 이툴

우라늄의

차가 생성되며 탈수소화(dehy하iding)는 공기중에서 자연발화한다는

미세 업자는 또한 기계척 장치와 밸브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장기저장율 위

해서는 정상적인 저장 온도에서 매우 낮은 수소 해리압력올 가지며

있다. 이것의 결점은 수소화 과정(hy마iding)에서수

공거와물중

공기와의 반수소화물이 안청환 티타늄과 지르코늄이 척절하다. 수소확물의

용성은 화학적 특성과 입자크기 기공도 및 수소함량에 의존한다.

에서

다. 금속 트리타이드의 제조

;그초느'J=:
p ...，~따라서，주의해야하며특히취급하려면 안전에삼중수소률농축된

기제조금속트리타이드중요하다.것이단순하게 하는제조과정을리타이드의

금속표면과

massive solid

빠르고

가스 불순물에 영향을

(bar) 대신에 스폰지 형태의 티타늄이 이용된다. 공기와 물과의 반옹성이

반용속도는

때문에

두어야 한다.

크기

초점을

이용가능한 표면적이

단순한 반용에

받는다.

술 개발은

입자드호

‘-
것이 좋않는화우더는 사용되지안전성을 고려해서

며이

트리타이드의크기가 작은

다.



표변은 친공 아닐령에의해 활성화 될 수 있어서， 초기 스폰지 온도 25"(;로 순

수 T2 와 급속한 반용« 10분)을 한다. 그러나 그 반웅은 불순물인 산소에 영향

을 받야 충분한 표면 산화물을 형성활 수 있어서 반용을 억쩨한다. 우라늄은 초

기에 수소존재하에서 금속올 가열함으로써 활성화 되어 Hz 를 탈착한다. 두번 또

는 세번의 수소화/탈수소화 주기를 반복하면 상온에서 T2 와 쉽게 반용하는 마세

한 분쌀올 만든다. 우라늄은 또환 02, H2O, CH4, N2 를 벼가역적으로 홉수합으로

써 가스의 정제에 이용된다. 공급되는 가스내에 삼중수소가 붕괴해서 생기는

불순물인 헬륨-3 가 폰재하면 static hydriding 계내의 가쇼-금속 경계를

"blankets'l 하여 삼중수소와 금속의 반용이 매우 느리게 된다. 금속올 통해 가스

를 순환시키면 이 효과를 제거할 수 었다. 우라늄은 헬륨-3 가 홉수되지 않는 순

수 삼중수소 소스를 제공하는데 황범위하게 이용되며， 그 충전충을 가열하면 단

지 섬중수소(또한 다른 H 동위원소) 만이 탈착된다. 일시적 저장， 정제 및 티타

늄 저장충으로 삼중수소를 이송하는 동안 수소화 장치로부터 삼중수소를 정화하

는데 우라늄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라. 삼중수소의 회수

금속 처장충을 가열함으로써 삼중수소룹 회수할 수 있다. 요구되는 용도는

U-T, Ti-H, 및 Zr-H 계에 대한 평형 온도-조성 풍온선에 의폰한다. Ti-H 와

Zr-H 계 에 대해 주어진 평형압력과 비교하여 잠중수소에 대하여 동위원소 효과

(isotope effect) 가 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쟁0"(; 까지 가열된 우라늄 트리타이드

에 대한 형형압력은 ~2.5 atm (253 kPa) 이다. UTO Ol 에서 UT2.90 까지의 일정

압력 영역이 존재한다. 우라늄과 달리 평형압력은 티타늄수소화물 시료의 초성

에 크게 의존한다. 가장 넓은 일정압력 영역은 T표IIO 에서 T퍼1.5 까지에만 있다.

l 기합(101 kPa)와 i명형압력에 도달하기 위해서 TiHl 은 640 "(; 까지 가열되어

야 한다. 장기처장올 위해서 Zr 보다는 Ti 를 이용하는 야점은 삼중수소 회수에

있다.640t에서 I명형압력은 T표H 에 대해서는 1 atm (101 kPa) 인데 비해서

ZrH1 은 단지 10-3 atm (0.3 kPa)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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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중수소(또는 수소) 회수를 위한 온도와 시간윤 금속충에서의 가스 압력올 제

한함으로써 최소화될 수 었다. 이것은 탈착된 가스를 다른 위치로 연속적으로 펌

핑 함으로써 행해진다.금속충으로부터의 회수동얀 주요한 문체는 용기벽올 통한

삼중수소의 침투이다. 이것은 용기벽의 온도， 용기의 압력， 및 가열시간을 최소화

함으로써 제한된다. 삼중수소에 대한 금속처장충올 설계활 때 탈착하는 동안 일

차적인 용기를 통해 침투하는 삼중수소를 막기위해 용기를 이중으로 설계한다.

삼중수소가 어느청도 장기적으로 저장된다면， 헬륨-3(삼중수소 붕괴에서 발생

한)는 고체충올 가열활 때 회수된 삼중수소를 오염시컬 것이다. 헬륨‘3 는 홉수

되지 않으묘로 또 다른 충을 통해 가스 혼합물을 순환시킴으로써 삼중수소를 정

제할 수 있다.

5. 순수 삼중수소의 포장

가. 포장방법에 대한 일반적안 검토

미국과 유럽에서 삼중수소는 가스 설린더 또는 유리 바이얄에 기체상태로

또는 우라늄 트리타이드 상태로써 상업척으로 포장된다. 미국의 Savannah River

에서 사용된 LP-series 실련더는 기헤상태로 때0，아)()Ci (7.4 PBq) 까지 이송하는

데 이용된다. 환경으로의 상중수소 누출올 막기위해 삼중수소 처장용기는 얼반적

으로 여러겹으로 제작한다. 금속 트리타이드올 이용하면 최소용적으로 많은 양의

삼중수소가 저장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삼중수소 압력이 가스 실련더에

비해 극히 낮게 유지될 수 있으므로 누출될 가능성이 척다.

우라늄 트리타이드을 이용해 삼중수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크기，구성재질 둥을 변화셔켜 가면서 여러가지로 용기가 설계되었지만， 모두 같은

원칙에 기초한다. 우라늄 트리타야드올 함유하는 일차 삼중수소 용가는 보통 삼

중수소의 홉수(순환에 의한)와 탈확이 가능하도록 결합이 거의 없는 밸브가 설치

되고 용첩되어 누출이 거의없는 고둥급의 강철 용기이다. 입구와 출구에 펼터를

설화해 미셰 우라늄 입자의 이송올 제한한다. 금속을 4OO-450't까지 가열하여 삼

중수소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 일차용지주위에 히터를 셜치해야한다.

F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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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에 도달하고 출구밸브가 닫힌채로 있을 때 탈착될 수 있는 모든 삼중수소

를 함유활 수 있도록 용기가 설계되고 시험된다. 어차 용기는 가열하는 동안 일

차용기 벽을 통해 침투할 수 있는 모든 삼중수소를 합유할 수 있어야 한다.이 용

기는 누출된 어떠한 삼중수소도 함유활 수 있도록 제작된 플랜지가 설치된 용기

이다. 두 용기사이의 공간은 운전방법에 따라서 진공으로 되거나 불활성 가스나

공기로 채워질 수 있다. 이 공칸으로 삼중수소가 누출되면 또한 측정될 수 있으

며 그 삼중수소는 제거될 수 있다.

나. 티타늄 트리타이드의 포장 셜계

CANDU 원자로에서 회수된 T2 의 장기저장과 이송을 위한 용기의 설계는

우라늄 트리타이드를 이용해 소량의 삼중수소를 처장하고 이송하는데 이용한 방

법과 어느정도 유사하다. 삼중수소의 장기저장을 위해 선정된 matrix 인 티타늄

트리타이드는 자연붕괴에 의해 생성된 헬륨-3 와 삼중수소를 합유하기위해 반용

용기와 저장용기의 두가지 역활올 하도록 설계된 스테인레스 스틸 용기에 저장

된다. 이것은 포한 장래에 삼중수소와 훨륨-3의 회수에 대비한다-

이 용기는 TiTIO 으로써 삼중수소 500,000 Ci U8.5 PBq) 를 포함하도록 설계

된다. 여기에는 없Ogr 의 티타늄이 필요하다. 이것은 모두 용접하여 제작하며

hy마i며ng 과 회수하는 동안 삼중수소의 흐름유로를 만들기 위해 두개의 용접된

bellows sealed 밸브가 젤치된다.

정상처장 조건에셔， 삼중수소의 평형합력(-10-12 Pa) 이 낮고 온도(25"(; )가 낮

기 때문에， 이 용기로 부터의 누출 또는 칩투에 의한 삼중수소의 손실은 무시된

다. 티타늄이 가열되면 용기내 삼중수소가스 압력이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라 기

체 압력파 용기벽 온도의 증가에 따라 삼중수소의 침투속도도 증가할 것이다.

고온에 대비환 overpack 가 젤계되어야 한다. 이송 포장은 플랜지가 설치된 이

차 스테인레스 스틸 용거내에 밀봉된 일차 용기로 구성되어 었다. 이 두개의 용

기는 절연된 드럼내에 놓여져서， 사고시 삼중수소 손실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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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소 처장 합금

수소 저장 합금은 300 'C 이하에서 가역적으로 다량의 수소를 홉수， 방출하는

능력을 가진 합금이다. 대부분의 수소저장합금은 삼중수소의 저장불질로 사용될

수 있는데， 합금 수소화물 중의 수소밀도는 기체 수소의 약 1000배 이며 100

MPa 로 압촉된 수소기체와 동동하다.

다읍표에 수소밀도를 비교하였다. [ 11 ]

수소의 상태 수소 밀도 (원자 / cm3
)

기체수소 eN.T.p.) 5.4 * 1019

액체수소 (-정3°C) 4.2 * 1022

Tifu 9.1 * 10:'2

L삶-.Jis lli.7 7.6 * 10:'2

FeTiH2 6.3 * 1022

지르코늄도 많은 합금이 수소저장능력이 있는데， 예를들변 ZrNis , ZrFez , ZrC02 t

Zro.05 Ti , Feo8 Mno.I8 Al002 Zro.oo Ti, ZrX (X는 활로겐 원소)， Be2Zr t P.빼3 Zn7,

Zr70Nbo , ZnRu 둥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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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삼중수소 분리 기술 분석

가. 삼중수소 분리공정 분석

(1) 삼중수소 분리공정 개요

삼중수소는 중수형 발전소의 중수가 중성자와 반용하여 三重水

(Tritiated Water)로 전환되면서 생성된다. 이 삼중수는 중수와 달리 베타 붕괴하

는 有害 방사능 물질이다. 그런데 어 삼중수는 중수와 물리화학적 물성치가 표

12와 같이 홉사하여 분리체거가 매우 어렵다.

한편， 중수로내에 프重水는 극미량인 13.248 ppm (原子分짧 : 삼중수소 농도가

38.4Ci/kgD20일 때) 정도 존재하므로 삼중수소의 분리제거는 쉽지 않은 것이다.

[1]

표 12. 삼충수의 물성

物性 二重水 (OTO) 重 水 (DzO)

분자량 21 20
비 죠o 1159 kg/m3 1105 kg/m3

비퉁점 101.46 "C 101.42t
중기압 (25t) 20.2 mmHg 20.6 mmHg

동위원소의 분리공정에서 가능한 분리의 척도로서 분리계수라는 개념올 사

용한다. 환리계수는 두개의 相(phases) 에서의 서로 다른 성분간 분포정도를 나

타내는 것으로 분리공정의 용이도와 정제성을 판단하는 주요 척도이다. 분리계

수 a 는 다음식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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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xT

a =

yT/xT

여기서 y , x : 氣相과 波相의 原子分率

D, T: 중수소와 삼중수소 원자

분려계수가 1 보다 크면 를수룩 相間의 분리도가 높아 분려가 용이해 진다.

그림 3 에 주요 삼중수소 분리공정의 분리계수를 온도의 합수로 나타내었다.

전기분해공정이 가장 높은 분리껴}수를 나타낸다. 연강전극을 사용했을 때 최

대분리계수 2.7 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공정은 전기비용이 과다하고 천해조

에 고농도 삼중수가 농축되므로 위험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소큐모에는 적합

할 수 있다.중수를 중류해도 중류탑 하부에서 삼중수를 추출활 수 있으나， 이 공

정은 분리계수가 1.028 - 1.003 정도에 불과하다. 즉， 三重水 중류공정은 다량의

에너지 소모와 비현실척으로 많은 분리단이 펼요하므로 설용적이 아니다.

重水素와 三重水 칸의 화학교환반용은 높은 분리계수흘 나타낸다. 그래서 이

공정은 촉배북합공정의 初期농축에 일찍부터 채용되었다. 한편， 충수소 중류공청

은 초처혼에서 매우 높은 분리계수를 보이고 있다. 영하 259.2· C 에서 분리계수

는 2.2 에 달하며， 영하 250.2 0 C 에서 분리계수는 1.3이나 된다. 분리계수는 온도

에 매우 민감하며， 초져온관련기술이 중요하다. 높은 분리계수 때문에 촉매복합

공청의 最終농축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레이져를 이용하여 삼중수소를 분리할

수도 았다. 이 공정은 혜이져로 해당동위원소만 여기시켜 반용하도록 하는 것이

다. 장점은 분리계수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단점은 염화불소화합물의 전처리에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여러 공정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여기서 촉매복합공청에서 被相과 氣相의 두 종류가 있는데 다음향에 자세환 셜명

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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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주요 삼중수소 분리공정 비교

공정 초기투자 운전에너지 운전경험 척합용량

액상촉0» 중 -까~‘ 상용화단계 중.대 W.16-14MCνa)

기상촉매 % τ'F 상용화
II

전해촉매 -까~ 즈o 다 중규모

전기분해 3:、- 과다 다 소규모

걷%<:':ιir-:11r‘ 듀5. 다 과다 다 소규모

레이저 다 다 연구단계 극소규모

(2) 觸媒複合工程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야 촉매복합공청운 실증거술로 초기투자비와 에

너지비용이 적게 드는 공정으로， 이 공청은 그립 4 와 갈은 7)본구조를 가진다.

먼저 중수로에서 생성된 三重水는 촉매탑에서 重水素와 화학교환반용에의해

중수소측으로 삼중수소를 이동.농축시킨다. 즉，

(Pt)

DTO + :IJ2 D20 + DT (1)

이 반용은 백금촉매상에서 일어나며‘ 깨끗해진 중수는 원자로로 다시 순환된

다. 三重水素化된 氣體 중수소는 영하 248 0 C (25K) 의 초저온 중류탑으로 이송

되어 분벌중류된다. 중류탑의 上部로는 중수소가 下部로는 상중수소가 농축된다.

고농도 삼중수소는 다공성금속에 홉착시켜 저창하며， 필요시 가열.탈착하여 삼중

수소를 회수.이용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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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복합공청의 핵섬기술은 촉매공정과 초저온 중류공청이다. 촉매공정온 다읍

항에서 자셰히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超低溫薰潤I程의 기술사항을 검토해 보면

다옴과 같다.

Chalk River 의 초저온 중류공정은 그립 4 와 같이 두재의 중류탑으로 구성되

어있다. 제일탑에서는 촉매공정에서 오는 1.4 ppm DT를 34 ppm 까지， 제이탑에

서는 95%까지 농축시킨다. 내경 15cm , 높이 15m 의 체일탑에는 고성능 CY 패킹

이 채워져 있으며 100 이론단올 가지고 있다.

제알탑 농축율이 Chalk River는 24이 고， Grenoble 은 잃0 이 다. 즉， Chalk

River 는 꽁장정치사 제일탑이 비정상 가열될 경우， Grenoble 보다 매우 적은

양의 삼중수소가 누설되도록 설계되어있다.

제이탑은 1457D의 어론단으로 구성되어있다. 이탑은 삼단계로 아래로 갈수록

내정이 작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삼중수소 훌드업이 매우 척게 설명되

었다.

초져온은 헬륨냉동겨로 얻는다. 제일탑상부 용촉기는 영하 249 0 C , 5 kW로，

체이탑 용축기는 0.165 kW 로 냉각한다. 제일탑 下部再薰發器는헬륨획로를 이용

하고， 제이탑 하부는 전기로 가열한다. 냉동기의 헬륨가스는 二段 왕복동식으로 3

기압에서 13기압으로 업축된다.

이코노마이저 헬륨/헬륨 열교환기에서 영하 243· C 까지 내려간 가스는 일

탑 재증발기를 통과하며 온도가 더 내려칸다. 마지막으로 터보팽창기에서 영하

'257 • C 가 된다. 용촉기에 사용된 이 기체는 야코노마이처에서 가열되어 상온으

로 다시 압축기로 보내진다.

증류공정은 대기압보다 약깐 높은 압력에서 운전된다. 왜냐하면 공기가 혼입

되면 동결 또는 폭발의 위험이 었기 때문이다. 중류탑에 주입되기 천중수소가스

는 먼저 5 기압오로 압축해 수분을 용축시킨다. 이 중수소를 다시 molecular

SIeve 건조탑에서 영하 70· C 노점까지 건조시킨다. 이것을 다시 203 ’ C 에서

팽창 맹각시킨 후 최종척으로 charcoal 홉착탑으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

렇게 완전 탈습된 중수소는 중류공정에 주입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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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氣相觸媒複合I程

촉매복합공정중 먼저 짜발된 것이 기상촉매공청이다. 이 꽁청은 중수소.

삼중수 반용에 백금촉매를 사용한다. [20 - 27]

반용식(1)의 백금촉매는 比表面積이 넓은 活性밟이나 알루미나를 담체(廳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수와 접하면 수분을 홉수하여 즉시 활성올 잃는다. 그러므

로 교환반용에는 기체중수소와 파열삼중수중기를 사용하게된다. 반용물이 둘 다

氣相이므로 #효流조착을 하게된다. 한편 목적하는 체염효과를 얻으려면 多段조작

이 필요하므로， 한번 반용이 끝난 과열삼중수중기는 냉각용축되어 다옴 段에 주

입된다. 이때， 반용탑에 틀어가기 전 삼중수는 다시 가열하여 과열중기로 만든다.

즉， 기상촉매공청에서는 삼중수의 충기화와 냉각용축을 조작단수만큼 반복해

야 한다. 프랑스의 Grenoble 공장은 3 段， 카나다악 Darlington 공장은 8 段 조작

하도록 설계되어 었다.

기상촉매복합공정의 최종농축은 앞에 기술한 바와같이 초저온중류공정올 사용

한다.

(4) 被相觸媒複合工程

카냐다 AECL 이 개발한 최선의 삼중수소 제거공청이다. 기상촉매공청

은 삼중수를 고용인 200 0 c 까지 가열해야 하므로 그립 3 에서와 같이 분리계수

가 낮은 조작을 하게된다. 기상촉매공청의 포 다른 단점은 삼중수의 기화와 용축

을 반복함에 따른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것어다.

이와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카나다는 水中에서도 活性을 잃지 않는 範水

性 촉매를 개발하였다. 이 촉매는 백금촉매를 불소수지로 표면처리하여 제조한다.

이러한 촉매표면의 다공성 藏水題은 삼중수의 통파를 차단하여 백금탄소가 젖

지않게 하는 반면， 삼중수중기와 중수소는 통과시켜 백금표면에서 반용(1)이 원활

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올 가지고 있다.

소수성 고분자 촉매를 사용하면 삼중수를 중기화하지 않아도 되므로， 단일탑

내 다단조작이 가능하고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게 된다. 25
0

C에서 조작되는 탑

은 내정 15cm , 높이 때m 이다. 유량 1없링h， 2.4ppm 의 DTO 가 주입되어

O.24ppm DTO 로 정화되어 원자로로 순환된다. 중수소는 O.08ppm DT가 주입되

어 1.4ppm DT 로 농축되어 초저온 중류공정으로 보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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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의 삼중수소 분려현황

(가) 프랑스 Grenoble 공장

이 공장은 Max von Laue-Paul Langevin 연구소 (표L) 의 57 MWt

중수로에 설치되어 있다. 삼중수소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 이 중수로의 삼중수소

포화농도는 84 CiI ~ -D20 아다. 삼중수소 채거공정으로 연간 0.16 MCi 의 삼중

수소를 제거하여 중수계통을 1.7 CiI Q -D20 수준으로 유지시킨다. 공정개발온

프량스 CEA 가 건설은 스위스 Sulzer 사가 하였으며， 氣相觸媒I程을 채돼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삼중수소 분리공장으로 19701년 이래 가동중이다.

(나) 카나다 Darlington 공장

카나다의 최대 전력회사언 Ontario Hydr。 社는 중수형 원자력발전

소틀로 부터 생성된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공장올 Darlington 에 세웠다. Sulzer

社에서 설계한 이 공장은 Dar파19ton 발전소의 중수는 물론， 다른 발전소로 부터

이송된 중수도 처리하고 있다.

1987년 이래 가동중이며， Ontario Hydro 社 발전소의 모든 중수내 삼중수소 농

도를 갑속재 10, 냉각재 0.5 Ci/kg 이하로 유지할 수 있게 운전되고 있다- 삼중

수소 추출용량은 14.0 MCVa 으로 프랑스 Grenoble 에 비해 87.5 배의 대용량어

다. 氣相觸媒工程으로 8단의 촉매공정과 471 의 초저온 중류탑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카나다 Chalk River 공장

카나다 AECL은 被相觸媒複슴工程올개발하여 NRU 원자로에서 삼중

수소를 추출활 계획올 1981년에 세웠다. 1983년에 토복공사를 하고 1984년 Sulzer

社와 초져온중류 부분을 계약하여 1986년에 주요 조립품을 도입.설치하였다. 1988

년에는 주요공청이， 1989년에는 보조계통의 설치가 완료 되었다. 현재는 全 공장

이 완성된 상태 이며 Cold Commissioning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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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장은 순도 95%의 삼중수소를 매년 5。그람씩 생산할 수 있도록 셜계 되

었다. 원료 중수 유량은 25 kg/h 이며， 每 一回 工程當 80%의 삼중수소가 추출

되게 되어었다.

(라) 기타

상기한 세 공장외에도 세계 각국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삼중수소 제

거용 며lot 실험을 실시하였다. 미국의 Monsanto Res않rch Cooperation 은 美 에

너지 연구성(U.S.ERDA)의 삼중수 폐가물 처리를 위해 被相觸媒工程 올 실험 하

였다.

두개의 반웅컬럼은 각각 높이 7.5m, 내경 25mm 로 구성되었으며， 재환류 7J\.素

는 전해조에서 만툴었다. 실험액 HTO 는 3 cc/rnin 의 유량으로 농도 304 μ CiI

M 이었다.

밸기에 원자력발전소(C.E.N)는 삼중수 폐액처리를 위해 액상촉매와 전기분해

공정을 실험하였다. 반웅컬럼은 대경 20mm이며 전해조는 용량 1.4kW 이었다. 실

협결과 삼중수소/경수소분리계수가 10 이상됩올 확인하였다.

일본에서도 이화학연구소，통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 둥에서 삼중수소 제거 연구

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타 소련 아르헨티나에서도 일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나. 최척공정 선정연구

앞에서 제시한 촉매복합공정은 이미 차나다와 표랑스에 의해 상용화 되었

다. 한편 삼중수소 분려체거에 실용적이라고 판단되논 전해촉매공정들이 주로

카나다와 일본에 의해 책안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1978년에 발표된 Butler와

Hamrn하Ii의 전해촉매공정이다. [12]

(}) 촉매복합공청

앞에서 제시한 기상 또는 액상촉매 복합공정으로 초저온중류와 결합시킨

상용화된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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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해촉매공정

이 공청은 전기분해와 촉매교환반용으로 구성되어 CANDU형 발전소의 중

수로 부터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삼중수소 제거공정으로는 중수의 중류

또는 중수소의 종류법 둥이 었다. 그러나 이 공정들은 분리계수가 작기 때문에

초기공정으로는 척합하지 않다. 하지만， 중수소 초저온 중류법은 삼중수소를 99

%까지 농축하는 최종공정에는 가장 적합한 공정일 것이다. 핵발전소에서 중수

는 중성차 조사에 의해 삼중수소로 오염된다. 삼중수소는 발전소 중수내 극미량

폰재하지만， 중수 누출시 중대한 방사능 사고를 초래할 수도 었다. 비록 삼중수

소는 유해 방사놓 물질이지만， 장차 레이져 인듀스드 핵용합로 또는 소형 방사능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도 었올 것이다. 전해촉매공정에 의해 안전하고 경제적

인 삼중수소 분리제거가 가능하다. 이 공정의 촉매반용탑에서는 전해초로 부터

올라오는 전해중수소와 탑 상부로 부터 공급되는 오염 중수가 첩촉반용올 일으킨

다. 이 농축탑의 상부배출 중수소 기체는 스트리퍼 컬럽에서 한 차혜 더 청화된

다. 전해조는 양극측과 옴극측 그리고 그 사이에 설치된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축탑과 전해조 사이에는 제습 스크러버가 설치되어서 전해중수소의 습

도를 촉매반용탑의 습도로 조절해 준다. 농축탑 상부에는 또다른 촉매반용탑인

스트라퍼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전해조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가스 건조기를 거

쳐서 스트리퍼 상부에 설치된 연소기에서 중수소와 결합하여 순수한 중수로 재생

된다. 그립 5는 전해촉매공정도이다. 전해촉매공정도에서 제시된 주요 변수는

다읍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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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전해촉매공청 공정변수

번호 ‘τM~ 단 위 비 그1

1 거액유량 gmol
2 삼중수소 놓도 Ci/kgD20
3 기액유량비 L/G
4 온도 ℃

5 압력 atm
6 촉매반용 분리계수 ac
7 전해반용 분리계수 aE

그림 5 에 제시된 변수의 수치는 설계에 따라 다양하케 변화될 수 있옴은 물

론이다. 그렴 5 에서 원자로로 부터의 오염된 중수는 농축탑 상부로 공급된다.

연소기는 스트리퍼 상부 중수소를 산화시켜 다시 스트리퍼로 보내는 역할을 한

다. 촉매반용의 분리계수는 25'C에서 1.66이다. 스트리퍼에서의 기액유량비는

스트리평의 정도와 분리계수에 따라 결정된다. 스트리퍼 기액유량비는 실제척으

로 0.4-0.7 정도이다. 전해조에서의 분랴계수는 전극물질과 운전조건에 따라 1.3

-2 정도이다. 스트리퍼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므로， 공급수의 1.7-3.5배가 전

기분해 되어야 한다. 그립에서는 3배가 전해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 단에서

의 농축도는 약 100-5000 정도 된다. 농축된 삼중수는 산소 건조기에서 회수하

여 폐기물처리 보관된다. 또는 농축된 삽중수소로서 제습 스크러버 상부에서 화

수하여 폐기물처리 보관될 수도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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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ayleigh 전해공정

Rayleigh 전해공청은 소량 최종농축에 유효하며， 중발손실은 없어야 환다

모헬식은

dx
L = (x - y) D

dt

여기서

D = -dL!dt 이므로

(y - x) elL = L dx 이다.

1

이식에 y =
1

1+ α(- - 1)

x

올 대입하면

L 1 x I-x。

-ln-= [aln-+ln ]

LO a-I xo I-x

여기서 Lo, xo는 초기치이다.

다음은 계산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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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전해농축 (Electrolysis)

x (Ci;kg 중수) Lo I L

100 4.57

200 13.75

300 26.18

400 41.35

500 58.93

600 78.73

700 100.57

800 124.33

900 149.91

lα)() 177.2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농도 xo ( 38.4 Ci/kg 重水 : 13.껑8 ppm )의 삼중

수를 x Ci가tg 까지 Rayleigh 전해 농축하는데는 감용비(volume reduction ratio)

LolL이 필요함을 알 수 었다. 예로 38.4 CiJl땅 의 삼중수는 26.18 배의 갑용전해

로 300 Ci/kg 重水 까지 농축활 수 있음올 알 수 있다.

디아



v. 경제생 분석

1. 삼중수소의 가격

방사성 동위원소언 삼중수소는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었다. 국내의 동위원소 수입상에서 수입판매하고 었는 삼중수소의 가격

은 다음과 같다.

가. 액체 삼중수소수의 가격

액체상태의 삼중수소수는 10 ml 기준으로 다음파 같이 판매되고 있다.

방사능양 가 격 (원)

1 mCi 187,000
5 mCi 187,000

25 mCi 187,000
100 mCi 똥4，000

500 mCi 쐐0，αm

5 Ci 잃0，000

나. 기체 삼중수소의 가격

기체상태의 삼중수소는 20 liter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매되고 있다.

방사능양 가 격 (원)

10 μCi - 200 μCi 2，420，αm

1 mCi 3，100，αm

2 mCi 3，300，αm

10 mCi, 20 mCi 3，800，α)()

100 mCi. 잉o mCi 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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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발광체의 가격

국내에서는 조준경 제작업체에서 차발광체로 사용되는 삼중수소를 수입

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수입 가격은 다읍과 같다.

방사놓 양 (CD 가격 (원)

9.5 160，αm

0.8 25,000
0.05 3，0때

0.006 2.000

2. 삼중수소의 원가

현재 <1994년 10월) 월성 l호기의 감속재 중수 중의 삼중수소는 38.4 Cνkg

이다. 액체상태의 삼중수소수는 별도의 처리없이 사용하고， 가체상태의 삼중수소

는 전기분해로 생산한다고 보았을 때 삼중수소의 원가는 다옴과 같다. 감속재 중

수는 kg 당 180,000 원으로 가정하였다.

까. 액체삼중수소수의 원가

방사능양 가 격 (원)

1 mCi 5
5 mCi 24

25 mCi 118

100 mCi 469

500 mCi 2,344
5 Ci 23,438

이는 180,000 원/잃.4ci = 뼈f57.5 원lei 으로 계산한 원가이다. 수입가격에 비해 원

가는 거의 무시할 수 있올 정도로 작옴을 얄 수 었다. 특허. 500mCi 이하의 작은

양의 삼중수소수는 거의 원가가 수입가의 1% 미만에 불과함이 밝혀졌다.

잉써



나. 기체 삼중수소의 원가

기체 삼중수소는 감속재 중수를 전기분해하여 채조한다고 활 때， 전기비

가 원가에 추가됩을 알 수 있다. 전력은 36kg!hr 의 전해에 290 kW가 소요된다

[28]. 따라서 산업통력비 kW-H 당 50원올 감안하면，

290 kW-H ../ kl! 50원
」팩Tr = 10.5원lei36kg " 38.4 Ci " kW- H

따라서 기체 삼중수소의 원가는 다옴 표와 같다.

방사농양 가 격 (원)

10 μCi 200 μCi 1
1 mCi 5
2 mCi 10
10 mCi, 20 mCi 100

100 mCi, 때o mCi 1 ，α)Q

기체상태의 삼중수소의 원가가 매우 저렴함을 고려할 때 수입가는 현저히

을 알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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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발광체의 원가

삼중수소수의 가격에 황화아연의 가격， 1 kg 당 250,000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황화아연은 1 Ci 당 1 그람올 사용하는 것으로 가청하였다. 다읍표는

야와칼이 계산한 원가이다.

방사능 양 (CD 가격 (원)

9.5 2.420
0.8 204
0.05 13

0.006 2

자발팡체의 경우도 삼중수소와 황화아연야 차지하는 채료비가 2% 미만임을 알

수 있다.

3. 기술개발의 타당성

본 보고서에서는 삼중수소 원가 비중이 완제품의 1-2% 미만에 불과하다.

이는 기폰의 삼중수소 관련 제품 시장이 원재료인 삼중수소를 원자로에서 충성자

를 라륨에 조사시켜 체조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우 월

성 1 호기 장속재 중의 삼중수소를 사용하면 상기와 같이 저렴한 삼중수소 원가

로 삼중수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량 수요의 정우. 표 1의 1993년도 자료에 의하면 1 Ci 당 2 만원선에 달하고

있다. 월성의 삼중수소 부산물은 1 Ci 당 5 천원선임을 감안하면， 대량공급의 경

우에도 경쟁력이 있을 것요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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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컬 론

국내의 삼중수소 수요량을 조사하고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의 양을 산출하였다. 삼중수소 자발광체의 제조기술과， 관련 삼중

수소 저장 및 분리기술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삼중수소의 수

입가와 기초원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알었다.

- 국내 삼중수소 수요는 매년 16,000 Ci 이상에 달하며， 주로 자발광

체 제조업계와 의료 빛 연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는 호가당 매년 1，000，αxl Ci 의 삼중수소가 생

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수요에 충분한 양이다.

- 수입 삼중수소의 가격은 양과 제품에 따라 Ci 당 2-17 만원 이상으

로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삼중수소 부산물의 가격 5천원에 비해 4 

34배 이상 고가인 것으로 나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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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삼중수소 축적겨l산 프로그램

10 REM h3 to calc buildup
20 FOR YR=2007.5 TO 2010.5
30 EQN=I-EXP(-.056*(YR-2006.5)) : REM no=plant p=pht
40 Alp=2.5*EQN
50 A1M=80*EQN
60 IIP=.1926*AIP :REM h3 inventory
70 IlM=.261*AlM
75 IlT= l1 P+I1M
80 LPRINT "yr="; YR; "11 p="; liP;"Hm="; IlM;" il t="; lIT
90 NEXT YR
100 END



부흑 2: 상중수소 엠상 쩨고

연 도 PHT MOD TOTAL

1994. 6. 0.229 9 ‘ 914 10.143

1995. 6. 0.242 10.511 10.754

1996. 6. 0.255 II ‘ 016 11.331

1997. 6. 0.268 11.610 11.878

1998. 6. 。 .282 13 ‘ 252 13.557

1999'. 6. 0.368 15 ‘ 941 16.309

2000. 6. 0.452 19.622 20.014

2001. 6. 0.533 23 ‘ 102 23.634

2002. 6. 0.609 26.392 27.001

2003. 6. 0.680 29.504 30.184

2004. 6. 0.748 32.445 33.194

2005. 6. o‘ 812 35.227 36.039

2006. 6 , 0.813 31 ‘ 857 38 ‘ 130

2001. 6 ‘ 0.957 41 ‘ 481 42.438

2008 ‘ 6. 1.036 44.908 45.943

2009. 6. 1. 110 48.148 49.258

2010. -6. 1.181 51.211 5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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