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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내 원자력 산업의 발달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둥으로 언하여 원자력

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원자력법의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는 국

내사찰이 실시될 뿐 아니라， 장차 남북 상호사찰 또는 지역간 핵물질안전

조치협정에 따른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찰요원이나

이에 관련된 인원들의 플루토늄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플루토늄은 그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특야할 뿐만 아니라， 그

용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를 소개하높 책자가 매우 드물며， 대부분

외국어로 저술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금속 플루토늄의 상변화， 기계적 성질， 열전도도， 합금성

등의 몰려적 성질파， 부식파 산화， 용해， 풍의 화학적성질， 주요 플루토늄

화합물의 특성을 기술하고 언공원소인 플루토늄을 재조하는 과정인 사용

후핵연료로부터 화학처리에 의하여 플루토늄을 회수하는 여러 가지 화학

처리 공정을 현재 사용중 이거나 과거에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방법을 위

주로 소개하였으며， 이들 재처리 방법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또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채처리 방법인 Purex공청에 사용되는 주요기기와 그

특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회수된 용액상태의 플루토늄을 정제， 금속화

하는 공정을 기술하였다. 또한 플루토늄의 검출 및 분석방법을 소개하고

취급시 주의사항， 임계안전성， 유독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간단

히 기술하였다.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플루토늄의 특성에 관한 자료 중 지나치

게 전문적인 내용 보다는 전체적으로 플루토늄이 어떠한 불절인지률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과，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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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플루토늄 생산과 전용을 감시하는

데 훨요한 플루토늄과 그 생산공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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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With expansion of nuclear indusσies in Korea and nuclear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caused by North Korean ’s weapon program,

importance of safeguards in nuclear has been heightened. Korea is

experiencing a turning point on nuclear safeguards by initiating

national inspection according to recent amendment of the atomic

energy law. National inspection and possible inter-Korean inspection

or regional safeguards arrangements are expected to make inspectors

or support personnels to have good knowledge in plutonium which is

a key material in non-proliferation.

Plutonium has unique chemical and physical propeπies. Its

uniqueness in use has led to rare pubhcations, in Korea. This report

covers physical aspects of phase change of metal plutonium,

mechanical properties, thennal conductivity, etc, chen피cal aspects of

corrosion, oxidation, how to produce plutonium from spent fuels by

describing various chemical treatment methods, which are currently

used and were used in the past. It also contains characteristics of the

purex reprocessing process which is the most widely used nowadays.

and show processes to purify and metalize from recovered plutonium

solution. Detection and analysis methods are introduced with key

points for handling, critical safety, toxicity, and effects on peoples.

This report gives not only a general idea on what plutonium is,

rather than deep technical description, but also basic knowledg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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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tonium production and safeguards diversion from the view point of

nonprolif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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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물리적 λ{흔I
c ’ 를를

쩌I 1 절 훌훌루토늄 동위원소의 특성[1 ， 2]

플루토늄은 Pu-239 가 중성자에 의하여 분열하여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원전의 연료나 핵무기로서 가치를 갖는다. Pu-239는 중성자를

포획하여 더 무거운 플루토늄 동위완소가 될 수도 있다. 아러한 플루토늄

동위원소의 물리적 특성은 플루토늄에 함유된 중성자 사스템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성자 시스템과 플루토늄 동위원소 함유량은 언제나

큰 관련이 었다.

1. 플루토늄의 생산과 이용.

거의 모든 플루토늄은 천연우라늄연료를 이용한 열중성자로(Th ermal

Reactor)로부터 생산된다. 그 결과 당연히 원자로 내 플루토늄 거동에 관

한 연구는， 이 형태의 원자로에 집중되었다. 많은 발전용 원자로가 개발

됨에 따라 훨씬 광범위한 연구가 요구되었고， 연료의 조사에 의하여 생성

된 플루토늄은 천연우라늄이나 천연에 가까운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로연료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원자로 내 연료의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높은 효율로 플루토늄을 생산할 것이 요구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초기에 농축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용 원자로에서는 플루토늄을

다른 용도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었다. 후자의 가능성은 Hanford

Laboratory에서 플루토늄 재순환 계획 (Plutonium Recycle Program)으로

수년동안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것은 고속증식로 개념에 기본을 둔 것



으로 세계적으로 원자로애 U-강8로부터 생산된 Pu-239률 공급하려는 것

이다. 이밖에도 플루토늄 홍위원소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웅용방법이 었

으며， 이중 하나로 우주선의 열 에너지원으로 Pu-잃8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가. 플루토늄의 첫 생산

플루토늄 생산의 역사는 발견자인 Seaborg7}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을 위한 제2차 학술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한편의 보고서에서 대형 생산

로를 이용한 합성의 이점을 처음 언급한데서 비롯된다. 플루토늄은 우라

늄광석 내에 자발적 분열이나 알파-중성자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중성자

를 U-238이 포획하여 생성되어 극미량 존재한다. 플루토늄와 존재 량은

극히 적어 우라늄 량의 1/1011
정도이다. 플루토늄의 첫 번째 합성은

Pu-잃8로서 1941년 2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서 60-in 싸이클로트

론을 이용하여 우라늄을 16-Mev의 중수소로 때려서 만들어졌다. Pu-239

는 이보다 약간 늦게 통일한 장소에서 U-238을 (d,n) 반응에 의한 중성

자로 때려 만들어졌다. 중성자가 부족한 질량수 232에서 238에 이르는 모

든 동위원소들이 하전업자 조사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 몇 가지 무거운

동위원소들 역사， 이 방볍에 의하여 얻어전 고순도의 시료를 사용하여 통

일한 방법으로 얻어졌다.

나. 원자로에서의 플루토늄 생산

플루토늄은 그림 1.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U-238이 충성자를 포획한

후 B붕괴를 하여 생성된다. 질량수 240, 241, 242, 및 243의 동위원소들

은 그렴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성자를 포획하여 생성된다. Pu-243의

반감기는 짧기 때문에 동위원소 생성은 설제로는 242에서 끝난다.

Pu-잃8의 생성은 U-238로부터 만들어지기도 하고 P-239로부터 (n,2n)

에 의하여 생성되기도 한다. 또한 그립1.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u-24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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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239가 중성자를 포획하여 생성되기도 한다. 이 방식으로 Pu-2397}

생성되는 비는 중성자 선속 밀도에 따라 다른데 중성자 선속 밀도가 4 x

1014 nlcnf-sec 일 때 전체 Pu-239의 1% 정도이 다.

플루토늄은 원자로 내에서 u-장8과 어떠한 형태의 중성자 즉， 열중성

자， 고속중성자 또는 그 중간상태의 중성자에 의하여서도 생성된 수 있

다. 플루토늄 동위원소의 비는 차이가 심한데， 이러한 차야는 플루토늄

동위원소들이 중성자의 서로 다른 스펙트럼에 대하여 평균 단면적의 변

화가 큰데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고속중성자에 대하여 저속이나 중간속도

보다 핵분열 비가 크다. 또한 고속로에서눈 주로 Pu-2397} 생성되고 열

중성자나， 중간속도의 중성자를 사용하는 원자로에서는 무거운 동위원소

의 생성량이 이보다 높다.

실제로 플루토늄의 동위원소 비는 원자로의 셜계 및 운전이력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이의 계산은 각 경우마다 다르다. 참고문헌 2와 3에 이

러한 계산의 일반적인 방법이 시려있고 더욱 상세한 창고문헌 목록여 있

다. 열중성자나 중간속도의 중성자를 사용하는 원자로는 증식로의 역할을

할 수 없고I Pu-239를 연료로 사용하는 고속중성자로는 매우 훌륭한 증

식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pu238를푸뜨 뼈
’<

”‘0!

’

셔

”n

nv

4ll

낌
nr

1'" ,;",nTIS‘

뚜.. pu241 뚜4 pu242
괜

~ Oh

느l:....+ pu243

당↓::L 날;:X 뱃↓3줬
NpZJ7~을 N허38 NpZJ9 ~을 N어40

맺↓t:? ‘얘;::5m

U237 를과프 U238 -과ζ.. U239

그림 1.1 천연우라늄의 중성자 조사에 의한 플루토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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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로의 거동에 미치는 플루토늄의 함량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우라늄연료의 원자로는， 사용한핵연료로서의

단면열에너지 영역에서핵연료를 교환하여야 한다. U-235와 Pu-239는

플루토늄열중성자로에서 연료 내에 상당량의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을 연료 내에 축적할 수 있다.

즈
。

반웅성을 높인다. 이러한 반웅성플루토늄은 원자로의낮은 농도의

수에 대한 핵분열로 생성되일차적으로 연료에 흡수되는 충성자의가는

Pu-2397t이는기인한다.증가시키는데를
n”’평균값인중성자비의、......

이러한 단면적의 벼는 중

성자의 에너지가 증가하면 더욱 커진다. 그리고 이러한 중성자 흡수 비는

크기 때문에 때문야다.U-238 보다 단면적이

농도가 높용도에 대하여도 양의 계수를 갖는다. Pu-239 또는 U-235의

은 경우에는 Pu-239에 대한 η 값이 중성자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

보인다.현상을반대의때문에때문에낮기비하여U-235에하거나

불경우보다 1/3에발생하는 지연중성자는 U-235의분열시에Pu-239의

과하기 때문에 플루토늄에 의한 핵분열이 증가하면 원짜로의 체어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 플루토늄에의 중성자 조사

원자로에서 생산된 플루토늄이 원자로의 일차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운전플루토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의는 매우 드물며 열중성자로에

특성과 여러 통위원소의 변화특성에 관하여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여

플루토늄은 우라늄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 핵원료관점에서러 가지

것도 그렇다.Pu-241이 생성되는핵분열물질인Pu-240으로부터물질인

Pu-240은 1.056 ev의 중성자와 큰 공명영역을 형성하여 대부분의 충성자

농도가공명으로

높을 때는 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Pu-239와 Pu-241온 낮은 에너지에

플루토늄의인하여 자체차폐를 하며를 흡수한다.

서 중성자와 공명이 크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연료로 하는 원자로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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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스펙트럽의 형태는 동력학적 거동과 동위원소 변환에 매우 예민한

영향을 미친다. 종성자 반웅의 온도계수는 우라늄연료 원자로와 현저하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플루토늄은 무거운 핵종을 생산하기 위한 기초물질로 사용되기도 한다.

플루토늄을 Mterial Tes파19 Reactor(MTR)내 에서 3 X 1014 n/cnf-sec의

열중성자 선속으로 조사할 경우 동위원소 변화상태는 그림 1.3과 같다.

일찍이 MTR내에서 플루토늄을 조사하여 Pu-243의 반감기는 5.0 hr로

밝혀졌다. MTR내에서 장기간 조사하여 생성된 Pu-잃4 은 가장 안정된

동위원소로서 반감기가 8 X 107 yr에 달하며 Pu-246 도 동일하다. 그러

나 Pu-246 중에는 반감기 11 day인 것도 있는 것이 1952년 핵폭발 잔류

물 중에서 발견 되었다.

2. 핵적 특성

원자핵과 그들의 들뜬상태 (excited state) 의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면

원자핵의 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무거운 핵종의 핵적

특성은 많은 방사성 붕괴’ 결과를 연구한 자료로부터 얻어진다. 핵의 구조

에 관한 이론적 모텔은 핵물리의 표준지침서 (textbook) 에 수록된 붕괴특

성이 이용된다. (에너지학적인 방사성붕괴 기구와 여기에너지 상태의 플

루토늄 동위원소는 다음에 논의한다.)

가. 핵의 비 질량(Relative Nuclidic Masses)

무거운 핵종의 비 질량은 가본적으로 방사성붕괴와 핵반응에서 관

측된 에너지 차에서부터 얻어진다. 대체로 200 이하의 질량을 가진 핵종

들의 질량은 기본적으로 질량분석기 (mass spectrometry) 률 이용한 질량

차 측정으로부터 열어졌다 Evering과 그의 동료들은 국제순수/응용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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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Physics)에서 권장한

(Ottawa, 1960) C12를 기준으로한 핵종의 질량을 발표하였다. 이 표의

값들은 질량수 200 이하 원소의 비 질량을 최소자숭법으로 처리하여 얻

은 값이다. 무거운 핵종들의 질량은 최소자숭법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매우 측정회수가 적은 값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장질

량은 실채 측정질량파 핵의 표준 질량변호로 표서되는 질량과의 차이로

표현된다. 이러한 잉여질량은 10-6μ 로 표시되는데 여기서 μ 는 표준질량

단위 즉 C12 질량의 ν12를 의미한다. 이 표의 값에 기준한 플루토늄 동

위원소틀의 권장칠량은 표 1.1과 같다.

표 1.1 플루토늄 동위원소의 질 량

플루토늄 잉여질량 10-6μ 플루토늄 잉여질량 '10-6μ

동위원소 동위원소

232 41080 + 70 239 52161 + 44

233 42770 + 70 240 53974 + 40

234 43290 + 60 241 56711 + 41

235 45330 + 70 242 58710 + 80

236 46072 + 17 243 61990 + 60

237 48277 + 46 246 70잃o + 110

238 49520 + 70

냐. 플루토늄 핵의 여기상태 (Excited States)

무거운 핵종의 에너지준위 구성은 핵의 모텔을 개발한 A. Bohr, B.

R. Mottelson 등의 통일된 모델이 가장 반번하게 인용된다. 이 모텔은 개

개의 핵자의 상태와 핵의 종합적인 운동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있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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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운 원소의 핵의 형태논 심하게 왜곡되어(타원) 었다. 따라서 집합원 핵

의 운동이 종요하고 서로 다른 형태로 들뜬 핵간의 상호작용은 비교적

작다. 세 가지 형태의 졸픈상태가 고려되고 있다 ; 어것은 각각， 입자 고

유의 여기， 집합된 핵의 진동들폼， 회전을폼 이다. 회전들뜸 대역 (band)은

진동들뜸과 핵자 틀뜸에서 모두 기본적으로 발견된다.

플루토늄 통위원소 핵에너지 준위 구성은 기본적으로 모핵의 방사성붕

괴 연구로부터 정해진다. 이러한 붕괴기구에 대한 표는 Seaborg와 그의

동효들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갱신되었다‘ 최큰에 발표된(1980년 기준)

표에 의한 플루토늄 동위원소의 알려진 에너지 준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짝수 질량 핵 (Even Mass Nuclei)

있낮은 준위의 짝수 핵의 해석은 짝을 이룬 핵자들이 바닥상태에

1 Mev 이하의 입자툴뜸은 짝을 이루는 결합에너지기 때문에 단순하다.

에 의하여 억제되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는다. 순수한 회전대역은 낮은 들

뜬상태로 발견되고 진통에 의한 회전대역은 에너지가 1 Mev 인 영역에

서 발견된다. 일반적으똥 바닥상태의 특성은 회전대역이 I 가 훌수이고

반전성이 홀수인 알려진 경우에도 I 또는 (+) 반전생에서 스핀이 0 이

다. 회전대역은 비례 에너지대역이 1(1+1)이고 I 값이 짝수이다. 들뜬

짝수질량 플루토늄 핵의 측정된 에너지준위를 표 1.2에 수록하였다.

표 1.2 측정된 확수질량 플루토늄의 들뜬상태 (Excited. States)

Energy Level. kev
I π 0+ 2+ 4+ 6+ 8+ 1- Others

Pu-236 0 43.3
Pu-238 0 44.11 146.0 303.7 514 605

935 986
1030 1076

Pu-240 0 42.88 141.8 292 600 1060,1400
Pu=242 0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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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훌수 질 량 핵 (Odd-Mass Nuclei)

훌수 질량 핵의 짝수 칠량 핵의 에너지준위 보다 복잡하다. 그리

고， Pu-239 이외의 홀수 질량 통위원소에 대한 틀뜬 에너지준위에 대한

자료는 충분치 않다. 이들 통위원소의 를뜬상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

다.

7
pi녕37 : πle ground state is 2- and level has been observed at

145 kev with a 융 + assignment

뻐-241 : The ground s熾 션 훌+ 없d level has been obs따ed at

1깜ev with a 융 + assignment

뻐-237 : The ground state has been tentatIVely ide따ified to be융+

Pu-239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그 에너지 준위는 그림

1.2와 같다.

다. Beta-Unstable 동위원소

불안정하여 β붕괴를 하는 4가지 동위원소가 알려져 었다. 측정된

a 붕펴 에너지와 반감기는 표 1.3과 같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핵종은

Pu-241 이다. 이는 매우 낮은 에너지의 바닥상태가 었으며 어떠한 형태

의 감마선도 방출하지 않고 전이하며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Pu-241은

α붕괴를 하기도 하나 이 경우 반감기가 B 붕괴에 비하여 4.3 X 10
4
배에

탈한다. β붕괴룡 하는 다른 핵종들은 잘 알려져었지 않다.

라. a 붕괴

중요한 플루토늄 동위원소들은 a붕괴를 한다. a 붕괴에 관하여는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감기와 붕괴 에너지를 예측하는 것도 가

능하다. 표 1.4에 플루토늄 동위원소의 측정된 a 붕괴 특성을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8-



112 or 잊2+ N야39 12.33 dl ~.

570

l-..+

4570

”

11T1

0712+

C912 -

C7/2

B912

8712

8512

A1112

A9/2

A 712

A5/2

A 312

All2

1.9x 10-7 SEC

’ •
1.1 x10-7똥C

“ ’

’ ‘
’ ”

’ ‘
• l

Fu239

E(KEY)

512.3

434

391.8

387.6

330.3

285.1

193.1

163. 1

57.76

57.31

7.84

o

그림 1.2 Exci훨d Energy States of Pu-239

마. 자발적 핵분열

무거운 원소의 자발적인 핵분열 반감기와 핵분열의 불방울 모델에

의한 퍼ssionability’ 파라메타[(Z2/A)-37.5]를 판련지으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Swiatecki는 핵결합효과(nu다.ear bin버ng effect)의 불규칙성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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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Beta-Unstable 동위원소

동위원소 반감기(p) 붕괴에너지 비고

Pu-241 13.2 ± 0.2 yr 20.8 kev (l()()OA» 5 I 5
~ + • -- -2 I . 2

일y차선의항숨출겨진없옴기져상태

Pu-243 4.98 hr 579 kev(62%) 84 key의 y가 관측됩

400 kev(38%)

Pu-장5 10.1 hr - Qp ‘ = 1.2 Mev(때Ie.)

Pu-없6 10.85 day 330 kev(27%) 여기상태의 Am-장6

1fA) kev(73%) 으로 변할 때 47 key

표 1.4 플루토늄 동위원소의 a에너지와 반감기

동위원소 반감기 붕괴형태 E a , Mev (%는 a 기준)

Pu-232 36 min EC~ 98%, a 능 2% 6.58

Pu-껑3 20 min EC 99+%, a 0.1% 6.30

Pu-껑4 9.0 hr EC 94+%, a 6% 6.19

Pu-강5 26 min EC 없+%， a 0.003% 5.85

Pu-영6 2.85 yr a 5.763(69%),
5.716(31%)
5.610(0.18%)

Pu-장7 45.6 day EC 없%， a 0.0033 % 5.65(21%),
5.36(79%)

Pu-잃8 86.4 yr a 5.495(72%),
5.452(28%)
5.352(0.09%)

Pu-239 24，않iO yr a 5.147(72.5%)’
5.134(16.8%)
5.아}6(l0.7%) ’

5.064(0.037%)
4.앉}9 (0.0l3%)，

4.917(0.α)5%)

Pu-껑O 6，많뤘 yr a 5.162(76%)’
5.118(24%)
5.014(0.1%),
4.849(0.α)3%)

Pu-241 13.2±0.2 yr β 99+%, a 0.0024% 4.893(75%),
4.848(25%)

Pu-242 3.79 x Hf yr a 4.898(76%),
4.없3(24%)

Pu-깡4 7.6 X 107 yr a 4.55(calcl피ate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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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또는 계산된) 바닥상태의 질량과 물방울모델에 의한 질량사이의 차이

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wiatecki에 의하여 제안되고 나

중에 Dom에 의하여 예견된 자발적 반응의 반잡기는 5의 factor에 관하

여 실험 값과 일치한다. 플루토늄 동위원소들의 측정된 자발적 분열 반

감기는 표 1.5와 같다.

표 1.5 플루토늄 동위원소의 자발적 분열 반감기

동위원소 반감기(단위 :yr) 동위원소 반감기(단위 :yr)

Pu-236 3.5 X 109 Pu-240 1.22 X lOll

Pu-238 4.3 X 1010 Pu-242 6.8 X 1010

Pu-239 5.5 X 1015 Pu-244 2.5 X 1010

쩌12 절 헥반응[1]

1. 저속중성자 반응(Slow- Neutron Reactions)

플루토늄에서 중성자로 언하여 일어냐는 반응은 중성자의 에너지 영역

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 장에서는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공명에

의하여 흡수되는 중성자 반응단면적에 관한 것을 기술한다.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중성자 반응단면적을 측정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노섬 계산에 사용하는 정확한 자료를 얻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측정

된 영역을 벗어난 영역에 대하여 공명이론을 적용한 컴퓨터 계산에 의한

평균 반응단면적을 구하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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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ossible Neutron-Induced Reactions and Nomenclature

처속중성자와 플루토늄 동위원소간의 반용 중 유의할만한 것은 탄

성산란， 방사포획， 분열의 3가지 이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반용에 대한

문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t == total neutron cross section

σ n = elastic neutron scattering cross section

(J r = radiative neuσon capture cross section

(J f == fission cross section

a = (J y/ (J f

(J a = absorbtion cross section ( := (J r + a f )

11 = average number of neutrons emitted per fission

η = average number of neutrons emi다eel per absorbtion

(= lI a t!σ a

이들 기호에 위 첨자의 숫자가 불으면， 예를 들어 (J f강m 경우 중성자의

속도가 2200 m/sec일 때의 핵분열 단면적올 나타낸다. 또한 괄호 안의

삽입문자 E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 a feE)는 반용단면적의 에너

지 변화를 강조한 것이다.

나. Slow-Neuσon Cross Sections of pu- 239

Pu-239는 플루토늄 동위원소 중 원자로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주요

목척물이며， 또한 연료 중에 포합된 합유된 플루토늄 동위원소 중 가장

많은 양올 차지하고 있기 때문애 이 동위원소의 중성자 반융단면적에 관

한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Pu-239의 중성차 반웅단면적은 청

밀도 향상과 재검토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측정되고 있다. 그림

2.1에 Bollinger 둥에 의하여 측청된 Pu-239의 에너지가 1 ev 이하인 영

역의 총 반용단면적과 핵분열 반용단면적에 관한 자료를 나타내었다.

-12-



- I n

、

‘§ -

-

-

짧‘
-

뺏%, TOTAL g
‘、

‘-Q:>-

‘ι

~

7

‘。 IO.Q
tf j

-

• ........‘

~、 _O?

’
-

f
p -

I"‘、 1、
FISSION -

-

I ’ -
- -. -

-

-

뉴-

- 、 l

10.000

500

5000

10φ

”
z
α〈
∞.
z。
-
-
-
“
)
〕

ω
”
m
。
t
u

100
05010.05001

NEUTRON애ERGX EV

The total and fission cross section of Pu-239 at low neutron

energy

그립 1.3

다. Slow-Neutron Cross Sections of Pu-241

분열반용을 일으저속중성에 의하여Pu-241은 Pu-239와 유사하게

키고， 공명올 일으킨다. 측정된 반용단Leonard 둥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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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척에 관한 자료를 수록하였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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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그렴

특성에 관한 연구는 1943년 시카고에 있는 금

금속입자에 대한 마

물리적

속실험실(Me떠llurgical Laboratory)에서 처음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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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구조， 밀도， 융점을 측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업자의 크기는 총 중량

이 50 μg 이하 였고， 최초로 플루토늄이 발견된지 3년 후의 일 이었다.

1. 동소체 형 태 (Allotropic Forms)

최초로 플루토늄이 제조된지 수채월 후 Zachariasen은 플루토늄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변형된 통소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가정은 여러 가지 상태의 금속시료 x-선 산란형태에 기초를 두고 있는

데， 일찍이 밀도와 팽창에 관한 연구로 뒷받침 되었다. 그 뒤률 이어

Zachariasen의 주장을 더욱 발전시킨 연구결과 현재는 실온에서 풀루토

늄의 융점인 640°C 사이에서 6개 이상의 동소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말려

지게 되었다. 플루토늄의 복잡성은 여러 가지 특성(열팽창， 전기저항，열전

도도 등)이 온도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α 에서 E 까지의 5가지 동소체는 초기의 플루토늄의 금속불리학적 연

구에 의하여 규명되었다. 수년 후 1954년 Cramer 뜸이 비교적 고순도

의 금속에 대한 연구룰 수행하면서 a 와 E 사이의 온도영역에서 여섯

번째 상이 존재한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였다. 이 상은 비교적 소량

의 불순물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Schonfeld에 의하여 0' 이라 명병되었

다. 이 상은 δ ’ 이라는 야름은 어울리는데 이는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

만 6 와 o ' 은 결정구조가 아주 유사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연구자들

은 이 상을 ’eta' 라고 부르지만 서방에서는 이미 δ/ 이라는 이름이 정

착되었다.

가. 결정구조와 온도범위

플루토늄 통소체의 구조에 관한 자료의 요약은 표 1.6의 요약 및 다

음과 같다. 이 표에서 나타난 (1, β ， 'y 상의 안전영역의 온도는 근삿값

이다. 그 이유는 이들 상의 변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이다. 상변화의

측정은 고순도의 시료를 낮은 속도( 1 -1.5 DC/min)로 계속- 가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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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것이다.

(a) a 상 : 16개의 원자가 단위 cell올 이루어 reflec디on plane에 누워

있는 형태다. coordinate는 +(X, 1/4, z) 이다. 16개의 구조 파라메타는

표 1.7에 있다. 25"C에서의 bond length는 표 1.8에 수록하였다.

(d) /3상 : 서로 다른 7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구조이며 coordinate는 모

든 원자가 [(0,0,0) ; <1/2,1/2,1/2)+] 이며 표 1.9에 수록된 것과 같다. 위치

파라메타는 표 1.10 bond length는 표 1.11에 각각 수룩되어 있다.

(c) r 상 : 모두 통일한 8개의 원자로 이루어지며 단위cell은 (0,0,0;

1/4,1/4,1/4)+ (0,0,0; 0,1/2,112; 1/2,0,112; 1/2,1/2,0) 이 나， 이와 다른 견해도

었다. 작 원자는 4개의 상호거리 3.026 A의 이웃하는 원자를 갖고 었으

며 , 다흔 한 원자와는 3.159A, 또 다른 두 원차와는 3.288 A의 거리에

있다.

(d) δ 상 : 4개의 동일한 원자가 3각형의 단위 cell<O,O,O; 0,1/2,1/2;

1/2,0,1/2; 112，112，0)올 이루며 표준 면심배열을 갖는다. 각 원자는 12개의

원자와 야웃하며 그 거리는 3.279 A 이다.

(e) 8 ’ 상 : Ellinger에 의하면 0' 은 쳐1심정방(body-centered

tetragonal)형이며 여기에 단위cell 당 2개의 원자{(O，O，O)， (1/3，1/2，1/2)}를

갖고 었다. 그는 또한 이 구조는 [001] 방향으로부터의 약간의 압력에 의

하여 면심정방(face-centered tetragonal)해 4개의 원자를 지닌 형태로 변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f) e 상 : 표준 체심형 배열에 단위cell당 2개의 동퉁한 원자{(O，o，O) ，

(113,1/2,1/2)}를 갖는 형태이며 각 원차는 8개의 이웃하는 원자가 있고

원자간 거리는 3.149 A 이다.

(g) 금속반경과 원자가(Metallic Ra하i and Valence) : Zachariasen 둥

에 의하여 계산된 값이 표 1.12에 실려 있다.

(h) 전이온도 : 금속 플루토늄의 전이온도는 소량의 불순물에 의하여서

도 크게 영향올 받는 경우가 많다. 고순도의 플루토늄 천어온도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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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과 같다.

표 1.6 플루토늄 결청구조에 관한 데이터

Stability Space Lattice Unit Cell Atoms X-Ray

Phase R없1ge， and Dimensions, per Density

℃ Space Group A Unit
’Cell g/c마

@ 21t

Below
Simple a = 6.183 + 0.001

a
-115

monoc파nc b = 4.822 + 0.001 16 19.잃

P21/m c = 10.963 + 0.001
/3 = 101.79° + 0.01°

@ 21t

115
Body-ce따ere<! a = 9.284 + 0.003

β monoclinic b = 10.463 + 0.004 34 17.70
- 200

12까lt c = 7.859 + 0.003
β = 92.13° + 0.03°

Face-centered
@ 겸5"C

200 a = 3.159 + 0.001
y

- 310
orthorhombic

b = 5.768 + 0.001
8 17.14

Fddd
c = 10.162 + 0.002

310
Face맏-c야entered

@320 "C
cubic 4 15.92a

- 452 a = 4.6371 + O.α)()4
Fm3m

452
Body-centered. @ 465 "C :

8 ' tetragon려 a = 3.34 + 0.01 2 16.00
-480

14/mmm c = 4.44 + 0.04

480
Body-ce따ere<!

@ 490 "C :
E

- 640
cubic

a = 3.6361 + O.α)()4
2 16.51

Iη바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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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a-플루토늄의 구조 파라때타

Atom x z Atom x g

0‘345+0.야4 0.161 +0.002 V 0.0:잃 +0.005 0.618 + 0.003

H 0.767+0.004 0.168+0.002 VI 0.473+0.004 0.653 + 0.002

m 0.128+ 0.004 0.340+0.003 vn 0.328+ 0.004 0.926 + 0.002
IV 0.657 + 0.005 0.457+0.003 VITI 0.869+ 0.004 0.894 + 0.002

표 1.8 a-플루토늄의 결합길이 (bond Length)

Short Bonds, A Long Bonds, A All Bonds, A
Atom

No. Range No. R하1ge No. Mean

5 2.57 - 2.76 7 3.21 - 3.71 12 3.10
n 4 2.60 - 2.64 10 3.19 - 3.62 14 3.21
m 4 2.58 - 2.66 10 3.24 - 3.65 14 3.18
IV 4 2.58 - 2.74 10 3.26 - 3.42 14 ‘ 3.13
V 4 2.58 - 2.72 10 3.24 - 3.51 14 3.19

VI 4 2.64 - 2.74 10 3.21 - 3.65 14 3.22
VII 4 2.57 - 2.78 10 3.30 - 3.51 14 3.15
VITI 3 2.76 - 2.78 13 3.19 - 3.71 16 3.32

표 1.9 β플루토늄 결정의 원자좌표(Coordinates of Atαn)

Type No. Coordinates Type No. Coordinates

2 (0,0,0) V 4 + (l!2s ,O)

n 4 +(X,O,Z) VI 8 + (X ,Y,Z) ,(X , y ,z)

m 4 +(X,O,z) VII 8 + (x,Y,z),(x, Y,z)

N 4 +(x,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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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 β플루토늄의 구조 파라메타

Type x y z

0 0 0

n 0.146 + 0.004 Q 0.387 + 0.005

m 0.337 + O.뻐4 0 0.082 ± 0.005

IV 0.434 + 0.004 0 0.672 + 0.005

V O.많뻐 0.220 + 0.003 0

VI 0.145 + 0.003 0.268 + 0.002 0.108 + 0.003

VII 0.167 + 0.003 0.150 + 0.002 0.753 + 0.004

표 1.11 β-플루토늄의 결합길이 (bond Length)

Short Bonds, A Lα19 Bonds, A
Type

No. R하1ge No. R따1ge

4 2.97 8 3.15 ‘ 3.26

n 3 3.03 - 3.10 11 3.26 - 3.55

m 4 2.79 - 3.03 9 3.15 - 3.43

IV 4 2.79 - 3.01 8 3.16 - 3.48
.

V 4 2.80 - 2.84 10 3.36 - 3.63

VI 4 2.91 - 3.10 10 3.16 - 3.55

VII 5 2.59 - 3.05 7 3.14 - 3.63

-19-



표 1.12 플루토늄 원자의 금속반경과 원자가(Metallic radii and valences

of pu atoms)

Phase Temp, oC Radius, A Radius at 25·C , A 원자가

a 25 1.58 l ‘58 5
β 93 1.60 1.59 5
y 235 1.601 1.589 5

a 320 1.640 1.644 4.6
8' 465 1.638 1.644 4.6

E 490 1.622 1.594 5

표 1.13 플루토늄의 상 전야온도

상변화 전이온도， ·C

α → β 115
β • y -185
y • 6 310

6 • δf 452
δ/ • E 480

E • L 640

2. 순수 플루토늄의 물리적 특성

까. 멀도와 팽창계수

X-ray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플루토늄 동소체의 밀도는 표 1.6과

같다. 일반적으로 금속의 실체 측정밀도는 어느 금속아나 X-ray 데이터

로부터 계산된 값보다 약간 낮다. 이는 금속 내부의 공극 때문이다. a

상 플루토늄에 있어서는 이러한 차이가 고온의 상이 저온의 상 종에 소

량 함유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더욱 증가되기도 한다. 특히 고순도의 금속

에서 a 상 중에 소량의 β 상과 y 상이 존재하기도 하며， 상변화 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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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β→ a 변화 시 미세 공극이 생성된다.

실헥로 고순도 플루토늄을 200 "C (β 상 영역)에서 50，αxl psi 압력하에서

실용으로 냉각셔킬 때 얻어진 상의 밀도를 측정하면 19.80 g/ml 정도로

높아， 이론치 보다 0.3% 낮을 뽑이나， 일반적인 주물은 보통 이론치 보다

1-2%나 낮다. 대부분의 불순물온 a 상에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불순물이

빌도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액체 플루토늄의 비중은 664 "C 와 788 't 사이의 온도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p = (17.63 - 1.2 x 10-3 T) + 0.04 (by Serpan 뻐d Wittenberg) .

또는

p = (17.567 - O.(X>l451 T) + 0.021 (by Olsen, Sandenaw and

Herrick)

여기서 T = "C, p = g/c며 이다.

표로 나타낸 액체 플루토늄의 밀도는 표 1.14와 같다.

표 1.14 액체 플루토늄의 밀도

온도，"C 밀도， g/c며 (5얹pan 퉁) 빌도， g/c며 (Olsen 둥)

664 16.62 16.604

691 16.않 16.또4

728 16.52 16.511

746 16.50 16.485

752 16.49 16.476

771 16.46 16.448

788 16.43 16.424

플루토늄 동소체의 열팽창계수는 표 1.15와 같다. 열팽창계수는 불순

물의 함량과 열척얀 경력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므로 이 표의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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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X-ray 데이터률 기준으로 한 값이다.

-186 t에서 100 t 사이의 팽창계수는 다음 관계식으로 구할 수 있다，

L = Lo[l + (46.8+0.05) 10-한 + (55.9+0.4) 10-9 칸] (Canner 둥)

그리고 그림 1.5에 이상화(idealized)한 플루토늄의 온도에 따른 팽창계

수 변화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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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The idealized expantion behavior of plutonium

나. 상변화 열

상변화에 따르는 열은 여러 연구자에 의하여 상당히 다른 값틀이

보고되어 있다. Mulford가 이들 중 신뢰할만한 것올 모은 것이 표 1. 1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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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되어 있다.

표1.15 플루토늄의 열팽창계수

Phase
Principal Temperature Mean

Coefficient Range, t Coefficient, 10-6ft
Method

- -186 - 101 42.3 Diatometrya p
- 21 - 104 60 X-rayal
- 75a a2 = ab
-
a3 29

-
a p 54

- 93 - 190 94al
- - 14a2 = ab

β - X-ray
a3 19

-
a p 42

210 - 310 -19.7 + 1.0aa
- 39.5 + 0.6ab

y X-ray
a c 84.3 + 1.6
-
a p 34.6 + 0.7

6 - 302 - 440 一8.6 + 0.3 X-raya

- 452 - 뼈O 444.8 + 12.1aa
6 ’

‘ -1063.5 + 18.2 X-raya c
-
a p 65.6 + 10.1

- 490 - 550 36.5 + 1.1 X-rayE a

Liquid - 664 - 788 93* Pycnometrya v

* : 용적팽창계수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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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6 플루토늄 동소체 의 상변화 열

6H,
65,

.6.H,
65,

상변화 (caVdeg)/ 상변화 (cal!deg)/
C려/g-atom callg-atom

g-atom g-atom

a • g 900 + 20 2.28 6 • 8 ' 10 + 10 0.01

B • 7 160 + 10 0.33 0' -+ E 444 + 10 0.59

y • s 148 + 15 0.25 E • L 676 + 10 0.74

다. 버열

플루토늄 동소체와 액체 플루토늄의 비열에 관한 자료는 표 1.17과

같다. 플루토늄은 저온에 장기깐 보관할 때 차기조사(self-irradia피on)와

봉괴로 안하여 내부에 엔트로피와 엔탈피가 증가하여 버열에 영향을 미

친다. 비열과 온도와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11 K와 35K사이에

서는

cp = rT + Br
여기서 r : 1.9621 x 10‘ 2 (electronic contribution coefficient)

B : 5.8815 x 10-5

0'(표준편차) : 0.13

단위 : cal/g-atom

60K와 80 K사이에서는 처장중 조사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거

묘한 곡선야 나타나고， 다시 98 K와 300 K사이에서는 선형에 가까운 곡

션이 나타난다. 이 영역에서는

cp = A + BT + C언

여가서 A : 2.3186

B : 2.4651 x 10-2

C : -2.2813 x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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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한계는， at 100 K : + 0.05

at 200 K : + 0.13

at 300 K : + 0.17

이다. 포한 Molal Heat Capacity는 표 1.18과 같다.

표 1.17 플루토늄의 비 얼

Phase 온도，'t
비열(Cp )

Phase 온도，'t
비열(Cp )

cal/g-atom caVg ‘ atom

-13 8.0
3Zl 9.0

27 8.48
a

47 8.66
a 377 9.0

4Zl 9.0
67 8.84

140 8.20 8' 455 13.2
150 8.24

β
160 8.28

170 8.34 500 8.4

180 8.41
E

앉)(} 8.4

190 8.46

230 8.58

240 8.62 앉)() 9.9

7 250 8.67 Liquid 앉쩌 10.0

260 8.76 675 10.0

ZlO 8.85

라. 중기압， 증발열， 비퉁점， 표면장혁과 점도

1120 "c에서 1520 "c사이에서의 플루토늄의 중기압은 다음과 같

이 표시된다.

log P = -(l7,5P!1 + 73)/(T + Z73.18) + 7.895 +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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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8 플루토늄의 Molal Heat Capacity' ( 100 K - 300 K)

온도， K CPt caVK 온도 K 4 , c머IK 온도， K Cp, c외K

100 4.56 170 5.85 240 6.92
110 4.75 180 6.02 250 7.06
120 4.95 190 6.18 260 7.19
130 5.14 200 6.34 270 7.31
140 5.32 210 6.49 280 7.43
150 5.50 220 6.64 290 7.55
160 5.68 230 6.78 300 7.66

여기서 온도는 "C, 압력은 mmHg 단위 이며 정밀도는 + 5% 이다. 또

한 이 범위에서의 증발열은 80.46 + 0.34 kcaVg-atom 이다. 플루토늄

의 비퉁점은 3잃5 + 19 "c로서 넓은 온도범위의 액채영역을 갖는다.

액체 플루토늄외 표면장력은 이론적으로는 없ot에서 645-950

dyne/em 야나， 소량의 불순불이 함유된 경우 상당히 변할 수 있다.

액체 플루토늄의 점도는 645-950 "c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log η = 0.672fT + 0.037

여기서 p 의 단위는 centipoise이고， T = K X 10-3
이다. 융점에서의

점도는 6.0 centipoise, 점성류를 이루거 위한 활성화 에너지는 31000

caVmole로 순수 액채금속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높은 값이다.

마. 압축성과 탄성계수

a-플루토늄의 탄성계수를 표 1.19에 ， a ， β ， r -플루토늄의 온도에

따른 Young ’s Modulus와 Shear Modulus를 표 1.20에 각각 수록하였다.

a-플루토늄의 둥온압축성은 30°C에서 2.1-2.5 X 10-12 C며/dyn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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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9 a-플루토늄의 탄성계수

측청범위에 따른 측청치
탄성계수

at 20 "C, First Cycle at 30 t

E, dynelc며 X lOll 9.76 -- 10.04 8.9 -- 10.1

G, dyne/en{ x lOll 4.15 -- 4.23 3.8 -- 4.3

Poisson’s ratio, (J 0.175 -- 0.186 0.14 -- 0.20

Temp. Coefficient of E -126 X 10~5/t -201 x 10-S/t

Temp. Coefficient of G -150 x 10만℃ -213 x 10-S/t

표 1.20 플루토늄의 온도에 따른 탄성계수의 변화

Young' s Modu!us(E) Shear Modu!us(G)

Phase 온도， t dynelem' x 1011, dyne/，뼈 X 1011’
Third Cycle Fourth Cycle

21.5 8.75 3.45
a 60 8.34 3.32

100 7.91 3.14

β
150 3.97 1.42

190 3.76 1.35

230 3.57 1.33
y 270 3.18 1.24

310 2.86 1.21

라. 열， 전기천도도

플루토늄의 열전도도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많다. 최근의 측정치는

25 t( a)에서 0.0098 + 0.0006 cal/em-sec, 112 "c ( /3 )에서 0.0129

caVern-sec 아며， 측정된 최저 값은 -158 "c (a)에서 0.0035 caVern-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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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구자는 40 "c에서 0.008 caVern-sec, 105 "c에로 보고되어 있고，

었다. 여러 연구자값을 보고한 경우도낮은서 0.006 caVern-sec로 훨씬

측정치를 그림 1.6에 나타내었다.의

전도도는 불순물과 자가조사 (s리f-iπadia디on)에 의한 영향을 많이

전기저항의 변화를 표 1.21에 나타내었다.받는다. 온도에 따른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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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플루토늄의 열전도도그림

사‘ 자기특성 (Magnetic Behavior)

특성치는 측정한자기았다.갖고플루토늄의 자기특성은 常磁性을

표특성치를자기온도에 따른있다.갖고사랍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수록하였다.1.22에

기 전 력 (Thermoelectric Power)

기전력을 표 1.23과 그립 1.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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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플루토늄의 전기 저항

Phase 온도， t
Absolute Resistivity, Mean Coefficient, GC-1

P , microohm-cm and Temperature Range,t

-247 64.8 +184.05 X 10-4

-223 128.0 (-247 -.. -223)

-173 156.9 -4.18 X 10-4

a
-123 153.5 (-147 -.. 20)

0 146.45

+107 141.4

β 147 108.5 -0.62 X 10-4 (147 -.. 197)

y 232 107.8 -0.50 X 10-4 (232 -.. 317)

6 352 100.4 +0.72 X 10-4 (352 -.. 452)

a ’ 462 102.1 +4.43 X 10-4 (462 -.. 474)

E 501 110.6 0.00 (488 - 501)

3. 플루토늄합금의 물리 적 성 질

플루토늄은 그 역사가 짧고 그 특성상 연구자나 사용자가 손쉽게 업

수하여 연구하거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플루토늄 합금의 특성에 대하

여 밝혀진 것은 매우 자료가 제한되어 있다.

가. Pu-Al 합금

1) 밀도 : 알루미늄을 8 at% 함유한 a-플루토늄의 멸도는 25°C에서

15.235 g/c벼 이고 알루미늄 함량에 따른 밀도 변화는 다음 관계식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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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 수 있다.

x = 1.24924 - 3.37296/ p

여기서 X는 합금중의 플루토늄의 무재분율 이고 p 는 합금의 밀도 이

다. 그러나 이 관계식은 X가 1에 가까울 때， 즉 플루토늄 합량이 높을 때

는 잘 맞지 않는다. δ-상 플루토늄 알루미늄 합금의 24't에서의 밀도를

표 1.24에 수록하였다.

표 1.22 플루토늄의 자기 특성치 (Paramagnetic Susceptibility)

Xg, Xg,
Phase 온도，'t

emu/g x 10-6
Phase 온도I °C

emu/g x 10-6

-253 2.33 - 2.66

-193 2.29 - 2.56

-173 2.28 - 2.55
330 2.35

-73 2.24 - 2.50
a 6 358 2.13

20 2.23
430 2.33

25 2.36

2:l 2.20 - 2.50

120 2.41

132 2.31 0' 450 2.12
β 140 2.52

210 2.47 480 2.41
224 2.23

왜8 2.15E

y 230 2.41
많O 2.34

30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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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Thennoelectric power of plutonium.

표 1.23 플루토늄의 thermoelecπIC ∞wer

Phase 온도， DC
Thermoelectric Power, μ v/K

병균치 범위

~ 20 1.75 1.5 - 2
~ 80 10.1 8.6 - 11.6

a ~ 100 9.8 8.2 ~ 11.5

~ 293 ~13 11.2 ~ 15.6

300 11 ‘5 7 ~ 15.5

g 400 9.1 7 ~ 10.7

y 500 8.4 7.4 ~ 9.4

a 600 3.0 2.3 ~ 3.7

8' 725 2.32

E 800 3.5 3 ‘ 2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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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4 8-상 플루토늄-알루머늄 합금의 밀도

성분비 , atom% AI 밀도I g/c마

1.2 15.80 + 0.03
2.5 15.67 + 0.03
3.4 15.56 + 0.03
4 15.60 + 0.03
5 15.41 + 0.03
7 15.34 + 0.03
10 15.01 + 0.03

2) 전기저항

플루토늄-알루미늄 합금의 온도와 성분변화혜 따른 전기저항의

변화를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3) 열용량

플루토늄-알루미늄합금의 300 K이하에서의 열용량은 다음과 같

온 관계식플로 나타낼 수 있다.

온도 범위 : 25.74 K 이하 영 역

Cp = rT + B함

여기서 r = 1.393 x 10-2

B = 2.0994 X 10-4

(J = o.잃8 (표준편차)

온도 범위 : 76 K에서 193 K 영역

Cp = A +BT +cr +D함

여기서 A = 2.2804

B = 4.4898 X 10-2

c = 1.7175 X 10-4

-32-



140

130

120

fD [

130

110

120

I
Pu ·AI SOLID SOLUTIONS

,
I.2 AT. ... At

낭ε ‘-“ -
/ ~‘、

/ 、\ A
2.SAT. "AI _I.

1/ 흩= ‘\
4 ’i ‘

I-

、‘

7~
3.4 AT.‘ AI

나μ&
나i’ 8

~/~
4.0AT. ... AI

~ cv
Lμ~

’.OAT.‘ AI 120

~ D

@j;/z/
110 ~i

7.0Al. ‘ AI
100

~ E

빼 l
10.0 AT. ... AI

F

B C

130

100

120

110

90

80

A

140

80

70

120

%

130

110

100

E
u
’
악
i
*‘
〉
느
〉
-
』
”

-
g
ι
g
υ
·‘
-
u
&
”

3002S0200ISO100%0

전기저항의

πMPERATURE. oK

온도와 성분변화에 따른합금의플루토늄-알루미늄

변화

1.8그림

D = -1.5012 X 106

= 0.3236

용도 범위 : 208 K에서 300K 영역

Cp=A+BT+CT

A = -3.8356여기서

B = 8.5039 X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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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알루미늄으로 안정화된 0-플루토늄의 300 K에서 600K까저의

열용량을 표 1.25에 수록하였다.

표 1.25 알루미늄으로 안정화된 0-플루토늄의 열용량

온도， K Cp, (ca!FC/mole) 온도.K Cp, (calIt/mole)

300 7.8 500 8.6
400 8.3 600 8.8

4) 자기특성 (Magnetic Behavior)

Pu-Al 합금은 순수 플루토늄에 비하여 온도의 상숭에 따른

Molar Susceptibility 감소가 크다. 표 1.26에 20 K와 300 K에서의 값

을 바교하여 수록하였다.

Molar Susceptibility, X m X 10-0

온도， K
Al 3.5 at% pu합금 pu

20 715 557
300 552 523

5) 열 팽창

Pu-Al 합금의 열팽창 특성은 Al의 함량이 3 at% 이상인 경우에

는 모든 온도범위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지반 AI의 함량이 낮은 경

우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팽창률이 감소하여 팽창률여 0 이 되는 점이

존재하고 더욱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부피가 감소하는 현상이 냐타난

다. Pu-AI 합금의 펑균 선형 열팽창계수를 표 3.27에 수록하였다. 그라

고 AI 함량이 8 at%인 Pu-Al 합금악 열팽창계수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온도범위 : 1.86 K에서 3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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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 Lm(A + BT + cr + D담 + Er + Ff5)

A = -6.0281 X 10-3

B = -7.4790 X 10-4

c = 6.6822 X 10-5

D = -2.9잃4 X 10-6

E = 6.3943 X 10-8

F = -5.3308 X 10-10

(J = 1.6 X 10-4 (표준편차)

온도범위 : 30 K에서 42 K

6LT =L강3(A + BT + cr )

A = -1.1283 X 10-2

B = 1.2230 x 10•

c = -1.많58 X 10-6

(J = 1.1 X 10-5

온도범위 : 44 K에서 76 K

6LT = Lm(A + BT + CT2 + D함)

A = -1.6472 X 10-2

B = 3.8990 X 10-4

C = -7.5351 X 10-6

D = 5.3651 X 10-8

(J = 3.4 X 10-4

온도범위 : 73 K에서 273 K

6LT = Lm(A + BT + cr + D함 +E얻)

A = -7.3254 x 10‘ 3

B = -3.9405 X 10-5

c = 9.8614 X 10-7

D = -4.8175 X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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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l pu-AI 합금의 열팽창계수

성부， 옹도범위， 평균 열팽창계수， 성분， 온도범위， 평균 열팽창계수，

Al at% ℃ a x 10-6;oC Al at% ℃ a x lO-6/,t

0.6 300 ~ 440 - 8.0 10.0 300 ~ 440 13.4

1.2 300 ~ 440 -4.8 11.18 20 ~ 500 15

1.8 300 ~ 440 -0.7 98.05 26 ~ 600 26.3

2.5 300 - 440 -1.8 98.76 26 - 600 26.4

5.0 300 - 440 7.7 99.41 22 ~ 600 27.68

7.0 300 - 440 11.6 99.77 40 - 600 28.1

6) 열 기전력

알루미늄 함량이 3.5 at% 안 Pu-Al 합금(안정화된 δ -상)의 열

기전력 변화는 그림 1.9와 같다.

나. Pu-탄소 합금

1) 밀도

탄소함량 43.2 at%인 Pu-C 합금(PuCI-x)을 900 °C 에서 천천히( 2

°C/min 정도) 냉각할 경우의 밀도는 14.14 g/e미 이고， 급속하 냉작할 경

우에 밀도는 13.57 g/c마 이었다.

2) 열팽창

25 °C 에서 900 °c 사이에서의 PuCl- x의 열팽창계수는 11.0 x

l0-6
/

0C 이고) 0 °C 와 900 't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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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LoU+ 7.72 x 10-t>r + 4.0 x 10-9r )
여기서 LT : T 'c에서악 길이

μ :0"C에서의 길이

그리고 Pu£3의 평균 열팽창계수는 14.8 x 10-6/t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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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Al 이 3.5 at% 인 Pu-Al 합금(안정화된 8-상)의 온도에 따른

열 기전력

다. Pu-Ce 합금

1) 밀도

여러 성분비의 Pu-Ce 합금을 진공상태， 짧ot에서 500시간 동안

방치한 후 실온에서 공기냉각한 경우의 빌도를 표 1.28애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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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8 δ -상 Pu-Ce 합금의 밀도

성 분， at% Cerium 밀도， g/c따 성 분， at% Cerium 밀도， g/c며

4 15.70 + 0.03 10 14.93 + 0.03

5 15.45 + 0.03 12 14.77 + 0.03

5.9 15.26 + 0.03 14 14.60 + 0.03

7 15.23 + 0.03 16 14.48 + 0.03

8 15.19 + 0.03 18 14.24 + 0.03

9 15.07 + 0.03

2) 전기저항

pu ‘ Ce 합금의 300 K 이하에서의 성분과 온도변화에 따른 전거저

하의 변화를 그렴 1. 10，에 수록하였다.

3)'열팽창

여러 성분비의 Pu-Ce 합금을 진공상태， 450°C에서 200시간 동안

방치한 후 실온에서 공기냉각한 경우의 열팽창계수를 표 1.29에 수록하였

다.

표 1.29 Pu-Ce 합금의 열팽창계수

측정자료 X-ray 자료

성분， at% 온도범위， 열팽창계수 성분， at% 온도범위， 열팽창계수

Ce ℃ a x 10-6;oC Ce ℃ a x 10-ν℃

3.4 280 - 좌8 -7.8 3.4 300 - 440 -11.0

4.0 280 - 438 -11.5 4.0 300 - 421 -10.0

5.0 280 - 438 -5.1

6.0 280 - 438 0.5

8.0 280 - 438 1.8 8.0 300 - 440 2.2

10.0 280 - 경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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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u-Fe 합금

1) 밀도

철의 함량이 9.5 at% 인 경우 밀도는 420 t에서 16.25 gle미， 700

℃에서 16.06 g/c며 이다. 철 함량이 8.0 at% 인 경우 액체의 밀도는 다

음과 같이 주어진다.

p = [16.88 - (1.36 x 10-3)T] + 0.012 g/c며

2) 점도

철의 함량이 9.5 at% 인 경우 점도는 808 "c에서 6.14 centipoise,

433°C에서 22.4 centipoise 이 고， 점 성류의 활성화에너지는 5237 c외fmole

이다· Pu-Fe 합금의 액체는 다른 대부분의 금속의 액체에 비하여 점도

가 극히 높다.

마· Pu-Mg 합금

1) 전기저항

Mg가 5-6 at% 함유된 Pu-Mg 합금을 450 t에서 50시칸 처리

한 후 설온에서의 전기저항은 25 microohm-cm 였다.

2) 열 전도도

Mg가 5-6 at% 함유원 Pu-Mg 합금을 450 °C 에서 50시간 처리

한 후 실온에서의 열전도도는 0.12 + 0.01 caVcm-sec- °C 정도였다.

바· Pu-Np 합금

pu에 Np를 첨가할 경우 전기전도도의 변화를 그림 1.11에 나타내었

다.

사· Pu-산소 합곰

1)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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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燒하여 압축한 pu산화물 펠릿의 밀도는 PuOUJ8 이 10.08 g/c며，

PuOIπ 이 9.70 glc머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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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Pu-Np 합금의 성분과 온도에 따른 전기전도 변화

2) 열팽창

PuOz.oo과 Pu01.77은 200 ·C 이하에서는 열팽창거동여 유사하다.

200 ·C 와 300·C 사이에서는 Pu0 1.TI 의 열팽창이 Pu02.00 보다 1.5배 정

도 크고 800 ·C 부근에서는 다시 비슷해진다. 전체적으로 25t 와 1000

℃ 사이에서는 PuOIπ 의 열팽창계수가 PuOz.oo 보다 크다. 그리고

Pu0 1.TI 은 600 ·C 와 700·C 사이에서 상변화를 갖는다. PuOI71 파

PuOz.oo의 명균 열팽창계수를 100 t: 간격으로 표 1.30에 수록하였다. 25

℃와 1000 ·C 사이의 평균 열팽창계수는 PuOlTI 가 (13.6 + 0,4) X 10-
61

·C , PuOz.oo 가 (10.0 + 0.1) X 10-6/"C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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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0 PU01π 와 Pu0200 의 열팽창계수

평균 팽창계수 평균 팽창계수

온도， °C <l!L)'(dL/dt) x 10-6t 'C 온도， °C <l!L)'(dL/dt) x 10-6;oC

Pu01n Pu0200 Pu01π Pu0200

100 7.91 7.47 600 13.94 11.20

200 10.55 8.13 700 16.04 11 .10

200 14.68 9.90 800 12.27 11.20

400 14.79 9.90 900 14.03 11.62

500 13.70 10.20 1α)() 17.53 12.33

3) 증가압

PuCh의 증기압은 때OOK와 2400 K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

시될 수 있다.

log P = (-29,240/T) + 8.027 ‘

여기서 T: 온도， p: 기압(atmosphere)

아. Pu-Th 합금

1) 밀도

'Pu-Th 합금의 밀도를 표 1.31에 수룩하였다.

표 1.31 Pu-Th 합금의 밀도

성분， wt% Th 벌도， g/c미 성분， wt% Th 밀도， g/c따

60 12.51 80 12.02

70 12.25 90 11.86

75 12.05 95 11.64

2) 열팽창

Pu-Th 합금의 25 t에서 391°C 사이의 평균 열팽창계수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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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에 수록하였다.

표 1.32 Pu-Th 합금의 25 "c에서 391 °c 사이의 평균 열팽창계수

성분I wt% Th
평균 팽창계수

성분， wt% Th
평균 팽창계수

a x 10-6FC a x 10-6jOC

75 9.33 90 12.08

80 9.75 95 10.16

자. Pu-U 합금

1) 밀도

U-Po 합금의 밀도는 순수 우라늄보다 약간 감소한다. pu가 20

wt% 함유된 합금운 순수 a-상 우라늄의 밀도가 18.9 g/c마 인데 비하여

이보다 약간 낮은 18.8 g/c며 이다

2) 열 전도도

Pu가 10 wt% 합유된 U-Pu 합금 주물의 설온에서의 열천도도는

순수 우라늄보다 약간 감소한다. 온도에 대한 전도도 계수의 변화는 + 값

을 나타낸다.

3) 열팽창

주물의 경우 U-Po 합금의 열팽창계수는 pu가 15 wt% 까지는

순수 U 금속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압출성형한 경우 길이 방향으

로는 콘 차이가 없으나 원주방향으로는 순수 U 금속보다 상당이 크다.

표 1.33에 실온에서 300°C 까지 범위에서 평균 열팽창계수를 수록하였다.

-43-



표 1.33 U-Pu 합금외 평균 열팽창계수(실온 - 300
D
C)

평균 열팽창계수， a x 10-6FC
성분， wt% pu 시료 가공상태

길이방향 원주방향

10 extruded 11 25

15 extruded 16.6 6

15 cast 10.4 - 13.3 -
20 extruded 21 8

4) 증기압

1540 DC 에서 pu의 증기압은 우라늄의 약 300배에 해당한다. 그리

고 1700 DC 이상에서는 조사된 우라늄 중에 함유된 pu 90% 이상이 증발

한다.

차. Pu-Zn 합금

1) 밀도

Pu-Zn 합금을 450°C에서 500시칸 처리한 Zn함량야 2.92 at% 이

하의 시료와I 480°C에서 500시간 처리한 3.35 및 3.89 wt%의 시료의 멸

도를 표 1.34에 수록하였다.

표 1.34 Pu-Zn 합곰의 밀도

성분I at% Zn 밀도， at 24°C g/c따 성분， at% Zn 밀도， at 24 DC g/cnf

1.51 15.87 + 0.03 2.92 15.69 + 0.03

1.79 15.74 + 0.03 3.35 15.64 + 0.03

2.16 15.77 + 0.03 3.89 15.55 + 0.03

2) 전기저항

Zn 함량이 3.35 및 3.89 wt%인 Pu-Zn 합금의 전기저항을 표

1.35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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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5 Zn 함량야 3.35 및 3.89 wt%인 Pu-Zn 합금의 전기저항

전가저 항， microohm-cm
성분， at% Zn

10 K 50K 100 K 300 K

3.35 84.4 99.6 113.6 113.0

3.89 88.1 100.8 111.7 110.3

3) 열팽창

Zn 함량이 1.51에서 3.89 wt% 사이의 Pu-Zn 합금의 열팽창계수

를 표 1.36에 수록하였다‘

표 1.36 Zn 함량 1.51 - 3.89 wt%의 Pu-Zn 합금의 열팽창계수

성분， at% Zn 온도범위 It 측정방법
1명균 열팽창계수

a x 10-6"C

1.51 정0-438 dialatometric -8.7 + 0.6

1.79 280 - 싫8 dialatometric -7.8 + 0.2

1.79 307 - 430 X-ray -5.6

2.16 정0-438 dialatometric -6.1 + 0.8

2.16 300 - 434 X-ray -3.5

2.92 280 - 싫g elialatometric -2.0 + 0.5

2.92 327 - 혐O X-ray -1.4

3.35 잃o - 438 dialatometric -0.3 + 0.0

3.89 280 - 438 eli허atometric 2.9 + 0.8

파. Pu-Zr 합금

1) 밀도

엠o t에서 200 시간 이상 처리한 Pu-Zr 합금의 밀도를 표 1.37

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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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Zr 합금의 밀도

성분， at% Zr 밀도I g/c며 성분I at% Zr 밀도， g/c며

7.5 15.15 15 14.47
10 14.92 17.5 14.30
12.5 14.72

표 1.37

2) 전기저항

온도에 따른 전기저Zr을 4 at% 및 50 at% 함유한 Pu-Zr 합금의

항의 변화를 그림 l.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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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팽창

Zr을 각각 8, 10 및 12 at% 함유한 Pu-Zr 열팽창계수를 표 1.38

에 나타내었다.

표 1.38 Pu-Zr 합금의 열팽창계수

성분， at% Zr 온도범위， °C 평균열팽창계수 ， a x la-bit

8.0 349 - 470 0.3
10.0 360 - 450 0.7
12.0 370 - 454 5.8

카. Pu-AI ‘ Si 합금

1) 열팽창

Pu-Al-Si 삼 성분 합금의 열팽창계수의 예를 표 1.39에 나타내었

다.

표 1.39 Pu-Al-Si 삼 성분 합금의 열팽창계수

성분， wt% 온도범위， °C 평균열팽창계수 ， a x 10-b;oC

5 Pu-83 AI-12 Si 24 - 560 21.98
10 Pu-78 Al-12 Si 46 - 530 22.4
15 Pu-73 JU-12 Si 73 - 545 22.7

타. Pu-Ce-Co 합금

1) 밀도

Arc 용융에 의한 Pu-Ce-Co 삼성분계 합급의 밀도를 그림 3.10에

나타내었다. 이 도표는 최대 오차가 약 +0.2 g/c며 정도이다. 또

Pu-19.6 at%, Ce-56.2 At%, Co-24.2 at%를 함유한 액체합금의 빌도는

-47-



475 - 750 °C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p = 9.082 -' 2.31 x 10-4 T

여기서 p : g/e며， T: °C 이 다.

Co

pu
10

‘ 60
、
*k ‘

“/

~"'C"

‘~- 50

m 30 40
Ce

그립 1.13 Arc 용융에 의한 Pu-Ce-Co 삼성분계 합금의 밀도 (g/c며)

2) 열팽창

Pu-Ce-Co 삼 성분 합금의 열팽창계수의 예를 표 1.40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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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0 Pu-Ce-Co 삼 성분 합금의 열팽창계수

성분， wt% 온도범위， t 평균열팽창계수， a x 10-b/t

15 Pu-60 Ce-25 Co 25 - 400 z7

25 Pu-50 Ce-25 Co 25 - 400 23
35 Pu-4O Ce-25 Co 25 - 400 z7

45 Pu-30 Ce-25 Co 25 - 400 10.5

3) 점도

Pu-19.6 at%, Ce-56.2 at%, Co-24.2 at% 인 삼성분계 액체합금

의 싫6 - 801 ·C 영역에서의 점도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log η = 1.038(l/T) - 0.270

여기서 T) : centipoise, T: K x 10-3 이다. 또한 점성류 활성화에너지

는 뼈00 cal/mole 이 다.

하. Pu-U-Mo 합금

1) 밀도

Pu-U-Mo 삼 성분 합금의 밀도의 예를 표 1.41에 나타내었다.

표 1.41 Pu-U-Mo 잠 성분 합금의 밀도

시료처리 방법별 빌도， g/e며

성분， at % Homogenized, After First
As-cast

100 hr, 900 ·C Dilatometric Cycle

20 Pu-72 U- 8 Mo 17.64 17.76 17.66

20 Pu-70 U一10 Mo 17.26 17.15 17.22
20 Pu-68 U-12 Mo 17.12 17.09 17.11

2) 열팽창

Pu-U-Mo 삼성분계 합금의 열팽창계수의 예를 표 1.42에 수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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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표 1.42 Pu-U-Mo 삼 성분 합금의 열팽창계수

성분， wt% 용도범위，"C 평균열팽창계수， a x 10-b
/ "C

20 Pu-72 U- 8 Mo 550 - 900 17.6 + 0.4
20 Pu-70 U- 10 Mo 550 - 900 18.5 + 0.4

20 Pu-68 U- 12 Mo 550 - 900 19.6 + 0.8

거. 주요 pu화합물의 생성 열

주요 pu화합물들의 생성열을 표 1.43에 수록하였다.

표 1.43 주요 pu화합불의 생성열

화합물
생성열， .6H:짧，

화합물
생성열 ， .6Hz잃，

화합물
생성열， .6.H쨌，

kcaVmole kcaVmole kcaVmole

PuBr3 -187.8 PuH2 -37.4 + 1.2 PuOBr -206

PuCOoπ +3.7 + 3.1 Pufu est -37 PuOCI -222.8

Pu2C3 一1.7 Puh -133 PuOI -183

PuCh -230.1 PUN est -95 Pu2S3 est -286

PuC14 est -230 PuO est -135 to -140 PuSh -211

PuF‘3 -375 + 1 Pu20:3 est -387

PuF4 -424 + 4 PuOz -252.9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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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4 Xof
를를 급속 플루토늄의 기계적 성질 [1 ，2]

1. 인장(Tensile)

금속 플루토늄의 인장강도는 표 1 .44와 같다.

표1.44 플루토늄의 인장특성

Yield Modulus Mo여d버ulus Diamond Total
Ultimate Strength of PyraJmd DensItY, Testing Impunt
Strength OS Temp.02% offset, Elasticity ReSihlbeAnnce·3, Har따less， g/cm'’

y
PSI 106 PSI lO-kg load ℃ Content,pSI m.-

porn

0.250-In Diameter, As-Cast and Cold-Treated

최저 43.800 30,600 115 9.1 250 1929 29 420

최고 77,200 45,800 14.6 41.3 283 19.58 35 1129
평균 62.800 39,300 13.6 23.5 262 19.51 31 975

o250-In Diameter, As-Cast, Delta Annealed and Cold-Treated

최저 43,700 33,800 114 18.8 250 19.41 28 500

최고 74,300 42,000 145 450 ‘ Z77 19.58 34 1882

평균 61 ,000 38,700 12.8 28.6 259 19.51 31 1091

o500-In Diameter, As-Cast and Cold-Treated

최저 47,500 32,700 136 11.6 260 1941 31 525

최고 63,700 40,300 149 21
‘
8 Z76 1956 37 2510

평균 59,100 35,300 141 163 269 1949 34 1514

o500-In. Diameter, As-Cast, Delta Annealed and Cold-Treated

최처 60,500 36,200 12.9 11.7 266 19.05 30 704

최고 65,300 43,200 14.7 229 Z75 19.47 37 1610

평균 63,100 38,900 136 18.2 270 1933 34 1254

언장시료의 화학분석 컬과， ppm

불뚫
A1 Ca Cr Cu Fe Mg Mn Ni Si C o H N Total

종류

최저 <2 2 b <2 152 5 ‘、5 m 2 40 <10 2

최고 200 200 250 100 1625 mω 100 500 200 550 160 37 92

평균 28 26 59 21 614 33 28 뻐 43 120 84 10 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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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도의 영향

인장강도는 특히 a-상에서는 옹도 상숭에 따라 급격히 감소한다.

그리고 뼈率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온도변화에 따른 引張， 뼈

率， stress-str머n의 변화를 그림 1.14, 1.15, 1.16에 각강 수록하였다. 플

루토늄은 a-상에서의 연성은 낮으나 {3-상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신율

을 보인다. 온도 180 ·C 에서 190 ·C 사이에서 신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

은 이 영역에서 a→ y 의 앙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β-상의 특

성에 관한 데이터는 175 ·C 에서 처리한 후 낮은 온도에서 실험을 시행했

기 때문에 일부 a→ α 상변화에 의한 영향이 포함되어 었다.

나. 기타 영향

이외에도 testing speed, microcracking, 동이 기 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다. 탄성 계수 ( Elastic Modulus)

온도와 사료에 따른 탄성계수의 변화 값을 표 1.45와 1.46에 수록하

였다.

Z. 압축(Compressive) 특성

가. 온도의 영향

가압하에서 주조된 고멀도 플루토늄의 온도에 의한 포괄적 효과는

그렴 1.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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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5 플루토늄의 여러 온도에서의 탄성계수

온도 ℃ 상
탄성계수， 전단계수， Poisson ’s Bulk Modulus,

106 psi 106 psi Ratio 106 psi

-170 a 17.35 7.26 0.20 9.63
-80 a 16.00 6.69 0.20 8.90

0 a 14.65 6.17 0.20 8.18

20 a 14.00 6.08 0.16 6.88

60 a 13.30 5.80 0.15 6.33

100 a 12.40 5.45 0.14 5.76

140 B 5.90 2.29 0.29 4.68

170 β 5.58 2.20 0.27 4.05

200 β 5.37 2.12 0.27 3.89

220 r 5.28 2.13 0.24 3.38

260 y 4.94 1.97 0.25 3.29

300 y 4.58 1.52 0.25 3.06

330 s 2.49 0.87 0.43 5.9

잃O 6 2.45 0.84 0.45 8.1

430 δ 2.39 0.81 0.42 4.9

표 1.46 Room Temperature (20 °C) Elas피c Constants

Densiy,
Modulue of Shear

Poisson ’S
Bulk

Specimen Elasticity, Modulue, Modulue,
g/c며 Ratio

106 psi 106 psi 106 psi

As ‘ cast 19.50 14.15 6.02 0.175 7.26

As-cast 19.50 14.17 6.02 0.177 7.32

As-cast 19.48 14.26 6.03 0.182 7.47

As-cast 19.45 14.00 6.00 0.171 7.08

As-cast 19.50 6.08 -
High-density 19.71 14.60 6.12 0.186 7.74

High-density 19.74 1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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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5 절 고처l상태의 성질[1-5]

1. 금속플루토늄의 상변화 (Transfonnation Unalloyed Plutonium)

가. 결정 (Polymorphism)

순수 금속 플루토늄은 a , β ， r , 8 , 8' , c 의 6개 동소체가 존재

한다.

나. a → β 상변화

플루토늄의 β • a 변환의 Time-Temperature-Transfonnation

curve률 그림 1.18에 나타내었다. 야 T-T-T도표는 R 상에서 a 장으로

의 변환속도는 온도범위 -20 - -40 t 영역에서 가장 빠르고 50 - 70

℃ 영역에서 a상 중에 R 상이 잔류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착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온도에 따른 상변화의 속도는 그립 1.19 및 그렴 1.20에 나

타난 것파 같다.

다. 미세균열

금속학파 초음파 기술에 의하여 주물로 제조된 플루토늄 내부에 다

량의 미세균열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미세균열이 차지하

는 부피는 불순물의 함유량과 β상에서 a 상으로 변화할 때의 온도 둥에

따라 다르며 0.1 - 2 % 범위에 있다.

라. 가열-냉각에 의한 손상

플루토늄을 a 상의 온도와 β장의 온도 사이에 가열과 냉각을 반복

하면 내부의 균열이 커져서 부피가 증가한다. 플루토늄을 셔서히 냉각하

면(예를 들어 2 °C!min) 가열냉각 주기마다 약 3% 정도 부피팽창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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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정도0.6 g/c며성장한다〈주지 마다 밀도가방향으로모든어나

이러한 팽창은 균열을이러한 팽창의 결과를 보여준다.1.21 이그림다.).

끌열이 얼어난다.거치면일으카게 하며， 보통 2-4회의 열팽창주기를

J ‘
T5 g/e며까지 낯아질멀도가 19.7에서플루토늄의결과로러한 팽창의

시료를 각각 -80, -23, 60, 및 7330분간 처리한 B상의있다. 180 °C 에서

밀도변화를경우의과정을 6번 반복하였을변화시키는a 상으로℃에서

a상으로보는 바와 같이 R 상에서그럽에서1.22에 나타내 었다. 이그림

님

T부픽팽창이 착으나 온도가 높으면의 변화가 얼어나는 온도가 낮으면

펴변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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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Temperature Phase Diagram마. 플루토늄의

이Pressure-Temperature Phase Diagram플루토늄의실험에 의한

표 1.47에판한 자료를또한 Triple Point에았다.수록되어1.23에

수록하였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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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7 플루토늄의 Triple Point와 Initial Transition Slope

Experimental Value
Predicted Value

Triple Point
By Loasby

)'PO~쇼 E
398 + 10°C

0.9 + 0.2 kilobar .

518 + 10°C 374 t
)'F흐 €F흐Liquid

19.5 + 1 kilobar 0.69 퍼lobar

{3 p)'힐Liquid
500 + 10°C

27.0 + 1 kilohar

Initial Slop of Transition Lines, C/kilobar

Transition Experimental Slop Predicted by Loasby

a → β 11.2 13.1
β→ y 27.3 38
y → δ 88 95

a → ε -87 -190

E • Liquid -4.4 -26

쩌16 절 부식과 산화[1 ， 외

플루토늄의 희귀성으로 인하여 플루토늄과 그 합금의 부식과 산화에

대한 자료는 비교적 많지 않다. 이들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는 플루토늄

및 플루토늄과 Al, Ce, Ga, Hf, le , Zr 등과의 합금에 대한 75°C 및 그

이하의 온도에서의 부식 및 산화에 관한 거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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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루토늄 산화의 일반적 성질

가. 플루토늄의 특성

플루토늄은 반용성이 콘 악티니드계열의 금속이다. 플루토늄은 극히

소량인 경우에도 정상적인 살험실내의 대기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을 감

지할 수 있었다. 청결한 플루토늄의 외관은 낙켈과 유사하다. 그러나 공

기 중에 노출시키면 급속히 어두워지며 색깔을 띠게 되고 활동적인 분위

기에 장기간 노줄되면 표면은 분말상아 되고 결국은 olive-green 색의

Pu02 분말이 된다. 이 분말은 취급 중 흩어지기 쉬우며 플루토늄은 극히

유독하므로 취급시 산화를 억제하여 부식생성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

여야 한다. 다행히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비교적 산화가 잘 일어나지 않

으나 수증기가 존재하면 비교적 낮은 상대습도에서도 산화속도가 빨라지

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산화생성물은 일반적으로 이산화물(PuOz) 이다.

플루토늄은 여러 가지 점에서 우라늄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건

조공기 중에서는 산화속도가 낮으나 습기가 존재하면 빨라지는 것도 그

렇고I Pu02는 질산에 용해하나 Pu는 강한 질산과 접촉하면 표면에 수동

태 피막이 형성되는 것도 유사하다.

나. 플루토늄의 저장

플루토늄의 큰 덩어라는 건조한 공가 중에서는 비교적 불활성이므

로 취급과 저장이 벼교적 용여하다. 그려나 습기에 의하여 부식속도가 증

가하묘로 주의를 요한다. Los Alamos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플루토늄의

취급과 저장에 가장 좋은 환경은 순환되는 건조공기 분위기 이다. 금속으

로 포장하거나 접촉하는 산소의 양을 줄이면 잔류한 흔적량의 수분에 의

하여 부식이 촉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금속스크랩은 공기 중보다는 불활

성 기체 중에 보판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에도 밀봉재료(플라스탁 등)

를 통하여 침투한 극소량의 수분과 산소에 의하여 화학적 연쇄반응을 일

으켜 수소를 발생시키거나 하이드라이드 또는 이와 유사한 중간단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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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을 생성하기도 환다. 이러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불활성기체 중에

함유된 극미량의 산소에 의한 산화는 아직까지 그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았다.

우라늄의 경우에서처럽 대량의 금속 플루토늄을 취급할 경우의 자연발

화의 가능성을 예측하기눈 어렵다. 플루토늄을 원자로에 사용할 경우 안

전을 위하여 2성분계 또는 3성분계의 합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안되

고 있다.

플루토늄의 자연적인 산화속도를 감소시키고 자체발열로 인한 산화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흡습제가 없는 경우에는 냉장

고 내부의 높은 바교습도로 인하여 오히려 실온에 보관하는 것보다 더

큰 손상을 업는 경우도 있다. 한달 이하의 단기간 보관을 위해서는 2중의

플라스틱 용기나 봉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플루토늄이나 플루토늄의 합금 중 몇 가지는 빌봉된 용기에 장기간 보

관할 경우 자연발화활 일으키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의

개방과 동시에 발화되어 용가가 파괴되며 금속산화물이 글로브박스 내에

비산된다. 모든 새로운 플루토늄합금이나 자연발화성 물칠을 생성한다고

의심되논 물질을 1캐월 이상 보관할 때에는 Pyrex 용기 내에 감압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운반시에는 금속으로 포장된 플라스틱 용기로 운반하여

야 한다.

부식방지 합금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플루토늄은 핵연료로 사용시 핵분

열생성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료에 피복재를 사용하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연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핀홀로 인한 부식이다. 이러한 부식으로 인하여 자연발

화성 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다.

다. 플루토늄의 반응성

플루토늄은 강한 산화제나 환원제가 존재하지 않은 중성의 용액 중

-64-



에서는 주로 Pu(OH)4를 생성한다. 이는 우라늄이 부식될 경우 U(OH)4를

생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것은 고분자형태 또는 콜로이드성 용액인 것

으로 밝혀졌다. 공기중이나 고온에서의 산화에서는 주로 PuOz를 생성한

다. 이것은 CaF2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밖에도 Pu203. Pu407 둥이

안정된 형태로 존재한다. 플루토늄은 질소와의 반웅성은 약하여 도가니에

넣고 0.5 기압의 질소분위기애서 1000 "c로 여러 시깐 가열하여도 표면

가까이에 소량의 질화물이 생성될 뿐이다.

2. 플루토늄과 그 합금의 저온 산화

가. Behavior of Unalloyed Plutonium

플루토늄은 우라늄처럼 수증기와 반웅하여 부식되지만 산소가 존재

하면 부식속도가 감소한다. 이는 부식‘이 일어나는 부위에 산소의 막이 형

성되어 이온의 이풍을 방해하여 음극반웅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1) Products Formed : 표면을 처 리한 금속 플루토늄을 설온의 4 x

10-4 torr의 합력하에 30분 동안 방치하였을 때 검출가능한 양의 Pu027t

생성되었다. 또한 우라늄과 마찬가지로 진공 중에 저장함으로 수소화물

생성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열역학적으로 볼 때도 수분의 존재는

수소화물 생성을 증가시킨다. 공거 중에서 수분 존재하에서 플루토늄이

산화될 때 생성되는 물질은 수소화물 수산화물 산화물의 혼합체로서 복

잡한 조성을 갖게 된다.

2) Effect of Temperature : 플루토늄 거동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재

현성 있는 데이터를 얻기는 쉽지 않다. 습기가 었는 대기 중에 장기간(

10，αm 시간， 약 14개월) 노출 시키면 시료에 대한 초기의 편차는 대부분

무시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온도에 대한 반웅속도와의 관계를 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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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활성화에너지는 17 kcaVmole표로부터이1.24 이다.그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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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습기를 포함한 대기중에 장기간 노출시킨 결과로부터 얻은 플

루토늄의 반응속도와 온도의 관계 (35°C 에서 75°C 까지의 범위)

내식성이 증가하고

냐. Effects of alloying on Atmospheric Corrosion

인하여합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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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기 쉬운 성찰이 줄어든다. 그러나 몇 가지의 3성분 합금은 습기를

포함한 실온의 대기 중에서 자연발화 물질을 생성한다.

3. 플루토늄과 그 합금의 고온산화

플루토늄합금과 그 합금의 고온에서의 산화 거통에 관한 정보는 매우

드물지만 몇 종류의 합금재료들은 합금으로 인하여 플루토늄의 내 산화

성을 증가시 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플루토늄은 8-상 온도영 역 의 중간

부분에서， 이보다 몇도 낮은 온도에서 보다 부식율이 상당히 낮은 온도영

역이 존재한다. 또한 여와 유사한 현상이 β-r 전이온도 부근에서도 나

타난다. 그라고 부삭반용을 중지하는 현상도 있으냐，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가. Behavior of Unalloyed Plutomum

플루토늄의 온도와 시간에 따른 산화량의 변화를 그렴 1.25에 나타

내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여 β-r 전이온도 부근에서는 부식속

도가 극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있다‘

1) Products Fanned : 플루토늄과 산소와의 기본적인 반응생성울은

Pu02 이다. 그러나 Pu02 보다는 Rμ07 이 더 안정하지만 Rμ07과 Pu203

는 고온 산화시에 생성되므로 잘 발견되지 않는다.

2) High Temperature Oxidation of Unalloyed Metal : 전기 적으로

표면처리한 시료의 온도와 시간에 따른 산화량의 변화를 그렴 1.26에 나

타내었고， 기계적으로 표면처리한 시료의 산화량 변화흘 그렴 1.27에 나

타내었다. 이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계척으로 표변처리한 경

우눈 전기적으로 표면처려한 경우보다 온도에 따른 산화량의 변화가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낀W



100

a
w얻
〉
훌
-
툴

=
s
u

냥
-
;
‘
-
훌
。
§
‘

a잉
.
?
.
』

-
E
-

「
.
‘
훌
ug
‘
“
g
흥

-
-
ι”
S
*
u
=
-

뼈

빼

o

R

뼈

B

zs

m

U

10

a
·”
t

‘
‘
〉
툴U훌

g
굉
R』
-
.
g
g
tg

”
”
훌
프
잊
S
R
흩
-

lal

온도와 시간에 따른 산화량의 변화

20D

J1M£.H1l

100

플루토늄의그립 1.25

나. Effects of alloying on High-Temperature Oxidation

이용가능한 자료는관한산화거동에합금의플루토늄고온에서의

금속과의 합금은 고온에서 산화에 저향을 증가시종류의비교적 적다. 몇

그리1.28) 1.29과 1.30에 나타내었다.이에 관한 실험결과를 그림칸다.

순수 플루토늄과 합금의 Arrhenius Plot를 비교하고 그림 1.31와 1.32에

이상)에서는고온(420°C그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이여 나타내었다.

도Q차이가 았으냐 활성화 에너지는얀
치
「부플루토늄과 합금이수’·<

ι

서로활성화에너지도이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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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ehavior of Dilute Plutonium Alloys

함유한 철합각각15 at%, 25 at%1) Iron-Base Alloys: 플루토늄을
?
“플루토늄을1.33에 나타내었다.그림뼈o °C 에서의 산화속도를금의

5OO~800 °c에서의 산화율은C<꿇 분위기에서함유한 합금의15 at%

록수’표 1.48에분석 결과를이에 대한 X-ray나타냈다.것으로우낮은

Arrenious Plot플루토늄-철 합금 산화반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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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었다.



플루토늄-철 합금의 CO2 분위기에서 산화 속도와 산화생성물

반웅온도 합급성분
Linear

관찰된
Rate,

℃ at% 산화생성물
IIUt/C마-hr

2 0.072

600
5 0.126

10 0.148
15 0.220

2 0.432 Pu203 + FeO

700
5 0.792 Pu02 + Pu203 + FeO

10 1.잃6 Pu02 + FeO + a -Fe + F~04

15 3.060 Pu02 + FeO + a -Fe + F~04

2 1.476 Pu02 + FeO + F~044o

800
5 2.718

10 9.360 Pu02 + FeO + a -Fe·

15 14.76 Pu02 + a -Fe·

표 1.48

* : 흔적량만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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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루토늄 및 그 합금의 자연발화

가‘. General Behavior

발생하였을 경우 표면의 산화에 의한 열이플루토늄은 많은 균열이

경우에 따라서는 5%의 산소가 함유된 질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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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서도 연소가 가능하다.

축적되어 자연발화 한다.



나. Ignition of Unalloyed Plutonium

발화 가능성을 그림 1.35온도와 노출시칸에 따른급속의플루토늄

표 1.49또한 시료의 형태와 분위기에 따른 발화온도를

수록하였다.

에 나타내었다.

와 1.5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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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A1.35그림

다. Effects of Alloying on the Ignition Temperature

시료의비 표면적 0.7 c미!/g인Schnizlein 과 Fischer의 연구에 의하여

수록하였표 1.51에자료를대한 연소곡선 (burning curve)으로부터 얻은

않은데，그있지포함되어관한 내용은시료에계여기에는 Pu-C다.

특이하여 자기가열 (self ‘heating) 의 피크가

발화가 관측된다.208°C 에서

거동이

부근으로 관찰되나 산소분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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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9 측정된 플루토늄의 공기 중에서의 발화온도

시료의 형태 발화온도， DC 비고

두께 : 0.3 nun
갈색의 분말형태의 산화물이 생성되

포-1L : 7 mm 470
길이 : 25 mID

기 시작하여 전체를 덮는다.

Disk형
산화속도가 점차 증가하여 5시간쯤

적경 : 10 mID 487
두께 : 1 mm 후에 발화한다.

Cylinder형
산화물은 검은 색의 입자와 분말형

직경 : 10 mm 500 - 510
길이 : 10 rom 태 이다.

Cylinder 형
산화불은 검은 색의 업자와 분말형

직경 : 10 mm 520
길이 : 10 mm 태 이다.

표 1.50 플루토늄의 공기와 산소분위기에서의 발화온도

시료두께 비표면적
발화온도 (Burning 발화온도

Curve), "c (Shielded)*, "C
rom C미!jg

공기 산소 공기 산소

5.0(cube) 0.65 520 512 442-492 -
508 494

1.0 1.5 492 490 378-408 327-374
322

0.52 2.5 310 뼈8 303-337 353-398
314 505

0.22 5.3 518 524 375-403 322-350
520 527
535
519#
521#

0.17 6.7 282 299
0.12 11.0 282 305 266-280 273-284

* : Indicated as the highest temperature at which ignition did not
occur and the lowest temperature at which ignition did occur.

# : Samples were polished with 600 grit Sic paper; all others
as-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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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를 요약하면 2성분계 플루토늄 합금은 플루토늄 단일 금속의 경

우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표 1 ，52에 Pu-Al계 합금의

발화온도를， 표 1.53에 여러 가지 pu합금의 여러 가지 조건에서의 발화온

도를 수록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고온영역애서 산화속도의 변화는 플루토늄에 첨가하는

금속에 따라

- 산화저항을 중가시키는 것 : AI, Si

- 산화저항에 변화가 없는 것 : Ni, Crt V , Ce, Fe

- 산화저항이 감소하는 것 : Co, C, Mg

둥이고

저온영역에서 산화속도의 변화는 플루토늄에 첨가하는 금속에 따라

- 산화저항을 증가시 키는 것 : Al, Ce, C, Co, Mg, Cr

- 산화저항에 변화가 없는 것 : Ni, Si

- 산화저항이 감소하는 것 : IT, V

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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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 Influence of Small Alloying Additions on the Ignition

Temperature of Plutonium

발화옹도*， t
합금성분， at%

공기분위기 산소분위기

pu그o 소-1T 508T
• 520 494 T , 512,

합금에 의하여 발화온도가 낮아지 느 경우

Carbon, 2:tl 498 486
Carbon. 1.55 459#, 484# 441 짧~

Manganese, 2.7 499 477
Nickel. 1.26 529 489, 509
Nickel, 1.8 490 뼈8

발화온도에 별로 변화가 없는 합금

Iron, 1.8 않8 515
Iron, 1.95 476#, 갱5#’ 490 520#

Zinc, 0.40 528 503
Zinc, 1.03 528 523
Magnesium, ~0.2 520 512
Chromium, 2$ 514# 498#

Chromium, 2$ 512, 518 507
Uranium, 2$ 510, 513 490

Cerium, ~O‘5 510 앵5

합금에 의하여 발화온도가 높아지는 경우

Aluminium, 3.4 않8** ， 590lf 576

Copper, 2.40 또5 잃3， 닮6

Silicon, 1.2 553 '1' 540 '1'

Silicon, 0.26 않8 525

Silicon. 0.28 않8 537

Silicon. 0.26 않4# 531
*: Unless s야cified the nominal specific area is 0.7 cnf/g.

t: The unalloyed metal stock for these alloys contain approximately
500 to 1000 ppm of total impurities‘

T: Specimens heavily oxidized when received.
$ : Nominal composition.
# : Specific area from 0.55 to 0.65 c며，/g

** : Specific area from 0.75 to 0.85 c벼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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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2 Comparison of the Ignition Temperature Obtained the Shielded

Ignition Experiments with Those form the Burning Curves

Ignition Temperature, °C

Al함량， 시료두께， 시료 폭，
Shielded Experiment

at% Burningmm mm

No Ignition Ignition
curve

2 0.26 3.7 350 388

2 0.25 3.7 555

10 0.24 2.8 382 455

10 0.24 2.9 - 590

10 0‘ 24 4.1 604

10* 0.12 1.9 398 402

10* 0.12 6.0 412

10* 0.14 1.9 440

10* 0.82 2.1 400 432

10* 0.82 2.0 390

* : Alloy received from a differen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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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3 Ignition Temperatures of 2 AT.% Plutonium Alloys

첨가 시료두께， 비표면적 Burning Ignition Tem야rature， "C Shielded Ignition
Temoerature*. "C

성분 mm "C/g
Air OXY l2:en Air O:XYl2:en

5(cube) 0.79 588, 590 576
Al 0.26 4.4 554 또5 - 355 - 388

0.26 4.8 557 546 350 ‘ 388 375 - 407
5Ccube) 0.64 550 뼈5 - -

Ce 0.96 1.6 478 478 398 - 436 406 - 442
0.11 11.0 488 481 325 - 351 299 - 342
5(cube) 0.65 498 486 -
5.6(r여) 0.63 295 & 459 208, 447, 455

C 0.97 1.6 474 478 401 - 440 잃7 - 328
0.28 4.1 - 270 - 300
0.16 7.8 469 466 386 - 428 275 - 309
5(cube) 0.67 474 462 ‘

Co 0.93 1.7 456 쩌5 410 - 447 380 - 413
0.23 5.2 465 462 346 - 389 340 - 390
5<Cube) 0.65 512, 514 498, 잉7 - -
1.01 1.70 513 503 325 - 375

Cr 0.15 7.5 575 527 잃o - 421 268 - 잃O

0.08 14.5 No Ignition 517 243 - 잃2

0.21 5.8 380 No Is!mtion. 320 - 275 - 307
5(cube) 0.65 548 515 - .
0.85 1.71 596 266
0.39 3.33 589 fii7 327 - 377
0.21 5.7 602, No Ignition 289 271 - 315 243 - 287

Fe 0.1 1 11.5 352 정3 - -
5.7(r'여) 0.60 476, 485, 490, 516 520 246 - 288 -
0.26 4.88 372 330 - -
0.25 5.16 않8 310 -
0.22 5.66 - 300 - 348
0.19 6.60 550 332. 537. 539 -
5<Cube) 0.66 499 477 - -
1.0 1.6 496 쟁3 362 - 406 249 - 엉4

0.53 2.7 293 320 221 - 258 240 - 잃8

Mn 0.24 5.3 많>5， 598 293 257 - 288 276 - 300
0.21 5.6 330 247 - 214 - 230
0.10 12.1 No IgnitIon 289 282 - 317 242 - 278
0.07 17.2 No Il2:nition 279 251 - 258 251 - 282
5(cube) 0.66 490 뼈8 - -

0.64 529 489, fA)9 - -
1.05 1.55 486 470 420 - 463 367 - 422

Ni 0.24 5.1 325 316 - 297 - 317
0.24 5.4 No IgnItion 잃8 -
0.25 5.4 302 - -
0.15 7.6 No I.'!nition 467 282 - 335 238 - 282
5(cube) 0.62 링4 537 - -

0.65 닮8 537
0.67 548 525 462 - 511 412 - 467

Si 0.72 또3 540
0.95 1.67 528 515 -
0.28 429 202, 286, 295 318 - -
0.20 5.85 537 310 281 - 325 265 - 장7

U S(cube) 0.65 510, 513 490 -
0.89 1.9 252. 닮O 242 -443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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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7 절 톨훌루토늄 훌훌급의 성질[1 t 2]

1. Practical As야cts

여기에서 다루는 플루토늄 합금은 플루토늄을 원자로에 연료로 사용하

기 펀리한 형태로 만즐기 위한 합금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가. Solid Solution Alloy Systems

고용체중 중요한 한가지 종류가 합금상태의 플루토늄이 상온에서

안청하게 존재하는 8-상 플루토늄의 구조인 면섬입방체 이다. 여러 가지

원소들 즉， Al, Ce, Er, Dy, Hf, In, Lu, Sc, Zn, Zr 둥이 소량 함유된 합

금은 Al파 Ce의 경우만 실온에서 안정된 고용체률 이루고 나머지의 것들

은 meta-stable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0-상 플루토늄의 고용

체는 a-상 플루토늄보다 인장강도와 강성은 좀 낮지만 연성과 성형성은

높다. 또한 8-상 플루토늄 고용체는 비교적 넓은 용도범위에서 용적변화

에 의한 비틀림 없이 취급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플루토늄을 여용하

는 첫 번째 원자로에는 o-stabilized 플루토늄 합금이 사용 되었다.

중식로의 연료로서 우라늄파 플루토늄의 고용체의 사용이 시도되었지

만 방사선손상의 문제로 인하여 충지되었다. 방사선 손상으로부터의 안

정성을 위하여 몰려부덴 또는 Fissium(핵분열생성물파 동일한 조성의 물

질)을 Pu-u 합금에 첨가하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첫 번째 조사시험결과

몰리부덴을 첨가한 경우는 그 결과가 좋지 못하였으나 Fissium을 첨가한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또 다른 유형의 증식로에 사용하기 위한 Pu-Th 합금의 경우는 450 DC

에서 실시한 조사실험에서 뛰어난 안정성을 보였다.

지르코늄을 주체로 한 Pu-Zr 합금도 실험결과가 좋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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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용융합금 (Eutectic Alloy· Systems)

플루토늄과 Bi, Mg, Fe, Co, Cu, Ni, U 등을 이용한 핵연료로서의

역할과 냉각재의 역할을 겸할 수 았는 여러 종류의 용융 금속연료를 만

들어 실험이 행하여졌다-

다. Monotective Alloy Systems

플루토늄은 액체나 고처}상태에서 나트륨이나 칼륨과 전혀 용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야유로 인하여 Na-K 용융합금이 플루토늄을 연료로 사

용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원자로에서 냉각재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탄

탈륨과 텅스텐도 액체상태의 플루토늄과 전혀 용해되지 않고， 없o "c 이

하에서는 약간 용해된다 이러한 이유 대문에 탄탈륨용 액체 플루토늄의

성형에 사용하고 탄탈륨과 텅스텐 도가니가 플루토늄을 용해시킬 필요

가 있는 실험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라. High-Melting Intermetalic Compounds

Pu-Al 합금은 pu와 함량이 2 ~ 20 wt%의 범위에서 균열한 합금

을 얻을 수 있다. 이는 PuA4의 결합을 이룬 급속간 화합물이 Al중에

균일하게 분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금은 Pu의 연소도가 60%에 이를

때까지 경도와 부피가 약간 증가할 뿐이다. 이와 유사한 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합금으로는 pu-Cu(Pu2CUll과 Cu의 혼합풀)， Pu-Fe

(PuF2와 Fe의 혼합물)계의 합금이 았다. 또 다륜 고융접 금속간 화합불

그룹은 플루토늄의 oxides, carbides, silisides, borides, nitrides 등이 있

다.

2. Plutonium Alloy Phase Diagrams and Crystal Structures

플루토늄은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비교적 합금의 구조에 대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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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보가 적다. 표 1.54에 몇 가지 플루토늄합금의 결정구조와 전이옹도

에 관한 자료를 수록하였다.

표 1.54 플루토늄합금의 결정구조와 전이온도

이성체
안정온도 공간격자와 단위구조의 크기， 원자수/ 밀도， g/c미

범위. °C 공간그룹 A 단위구조 (X一ray)

(25 't )

Monoc1nic
a= 6.128+0.001

a - 115
p2νm

b= 4.826+0.001 16 19.84
c= 10.956+ 0.001
d=10 1.74。 + 0.01

<l90°C)

Monoclnic
a= 9.284 +0.003

β 115-200 b= 10.463 + 0.004 34 17.70
F2lm

c= 7.859+0.003
d= 92.13° +0.03

(235°C)

Orthorhombic
a= 3.159+0.001

y 200-310
Fddd

b= 5.768+0.001 8 17.14
c= 10.162+0.002

310-452
Cubic (320°C)

4 15.926
Fm3m a=4.6371 + 0.0004

Tetragonal
(465°C)

a ‘ 452-480 a= 3.34 + 0.01 2 16.00
14/mmm

c= 4.44+0.04

480-640
Cubic (490°C)

2 16.51E
Iη13m a=3.6361 + 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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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1 ， 2]볼요샌
톨를 O~훌훌루토늄의절8쩌l

1. Plutonium ())‘ides

가. Phase Relations in the Pu-O System

1.36파 같그림상평형도는조성에 따른온도와산화물의플루토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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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Diagram for Plutonium-Oxygen System1.36그립

측면

특성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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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화물의 결정학적

표 1.55에



표 1.55 X-ray Diffraction and 다ysta1 Structure Data for Plutonium

Oxides

Fonnula
Space Lattice Structure

Lattice
빌도， pu밀도，

성분 Units Constants,
Group Type Type G/c마 g/c며

/Cell A
PuOz 4 Fm3m fcc CaF2 5.3960 11.46 10.11

a -Pu203 16 1m3 bec ThOJ 10.98-11.06 10.2 9.27

β-Pu203 1 P3m1 hex La20:3 a=3.841 11.47 10.42

c=5.958

PuO 4 Fm3m fcc NaCl 4.96 13.88 13.02

나. Fonnation of the Oxides

1) PuOz : PuOz는 3가 또는 4가의 수산(lhCz04 Oxalic Acid)화 플

루토늄[Puz(COh'11HzO 또는 Pu(CO>Z'6HzO]을 분해하여 얻을 수 있다.

분해는 공기 중에서 150 - 1 ，OOO°C 에서 행하여진다. 저온에서 분해하연

수산이 잔류하고 700 - 1,000 °C 에서 좋은 결정이 열어진다.

2) a-Pu203 : 이 화합물은 Pu01.62의 성분을 갖고 있으며 용융상태

의 PuOz를 1650 t , 산화제가 존재하지 않는 진공에서 탄소로 환원하고

급랭하여 제조한다.

3) /3 -Puz0:3 : 이 아산화물은 PuOz를 약 20% 과잉의 pu금속으로 환

원시켜 만든다. 제조는 탄탈륨 도가니에서 1500 °C로 3시간 가열하여 만

든다. 생성물은 흑색이며 여분의 pu는 진공중에서 1800-1900 °C로 가열

하면 증발하므로 제거할 수 있다. 이 물질도 1800 t의 헬륨 분위기냐

1650 °C 의 진공에서 PuOz를 탄소로 환원하여 제조할 수도 었다.

다. Properties of the Ox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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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02

증거압은 그렴 1.37과 같다. 이

b. G/)은b.Jr298 ;

가) 증기압 : 산소 중에서 Pu02의

증발잠열(계산된실험치로부터 153.8 kcaJImole 이

고 온도에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b. G/ = - 121 + 0.0107 T + 12 [kcaJImo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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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중에서 Pu02의 증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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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역학적 특성 : PuOz 의 열역학적 특성치를은 다음과 같다.

6.Jr2)8 = -252 + 0.38 kcal/mole

6. So 298 = -41.9 kcal/mole

6.Cp :;; 1.5 kcalFC

~r = -235，쟁o - 3.45 T . log T 52.48 T (T : 298-1 ,500 T)

다) 열팽창 : PuOz와 PuOl.77의 열팽창 특성은 Pu02의 경우 25

lOOO"C의 범위에서 온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며 팽

창률의 평균 값은 9.3 x l0-6;oC 아다. 이 값은 U02와 Th02의 중간정도

의 값에 해당한다. PuOl77는 PU02보다 약간 팽창률이 큰 경향을 나타내

며 6oo''C와 700 "C 사이에서 hyteresis 현상을 보띤다. PuOz의 격자구조

계수는 24-1275°C 범위애서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내어 진다.

a 0 = 5.3943 + 0.0007 + (4.7+0.3)xlO-5(T-24) + (8+2)xlO-9(T-24)2

온도가 1275 'c 이상이 되면 결정에서 산소가 이탈하게 되므로 팽창률

의 경향이 변한다.

표 1.56에 온도와 조성에 따른 플루토늄 산화물의 평균 팽창계를 수록

하였다.

표 1.56 Average Linear Expansion Coefficients of Some Plutonium

Oxides

OxygenIPlutonium 300 to 625°C 700 to 1000 °C

2.00 9.0 x 10-oFC 9. x 10-O/t

1.90 15.3 x lO-6FC 8.03 x 10-6/t

1.82 12.3 x lO-6/t 13.3 x 10-만℃

1.76 15.6 x lO-6/t 12.8 x lO-6FC

-87-



라) Electrical Propeπies. : 플루토늄 산화물의 전기적 특성치를 표

1.57에 수록하였다.

표 1.57 Resistivities of Pu02-x

Resistivity in ohm-cm at
L::\E( <Tt ) ,

Transfonnation
b.E(>Tt ) ,

OlPu Temperature
298 K I 1250 K ev

(Tt ). K
ev

2.00 1014 10ι 1.8 1.8

1.96 1 X 108 2.5 1.28 575 0.51

1.92 1.5 X 107 0.5 1.23 900 0.52

1.84 2 X 106 0.2 1.11 920 0.49

1.72 8 X 104 5.5 X 10-2 0.95 760 0.54

마) 양렵성 (Compatibility). : PuOz의 양랩성(兩立性)을 요약하여 표

1.58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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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8 Summary of Compatibility Tests

Matrix Time, Temperature, Atmosphe
Reaction

Material hr ℃ re

Stainless Steel

AISI - 304 2 1038, 1093, 1177 Hydrogen None
316 2 10짧， 1093, 1177 Hydrogen None
318 2 1038, 1093, 1177 Hydrogen None
347 2 1038, 1093, 1177 Hydrogen None

Inconel 2 1038, 1093, 1177 Hydrogen None
Zirc외oy-2 2 1093 Argon Extensive reaction

discoloration and

crumbling

Molybdenum 4 1593 Hydrogen None
20 1371 Hydrogen None

Tungsten 4 1593 Hydrogen Apparent reaction due

20 1371 Hydrogen possibly to fonnation

and volatilization of

W03
Niobium 4 1593 Argon No apparent reaction
Vanadium 4 1593 Argon No apparent reaction
Titanium 4 1593 Argon Microscopic precipitate

at PU02-Ti interface
Chromium 4 1316 Hydrogen None
Tantalum 7 1704 Argon None

Al~3 4 1593 Hydrogen PuAl03 Formation
MgO 4 1593 Hydrogen None

Zr02 4 1593 Hydrogen PuOrZr02 solid

solution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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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화학적 λ{혼l
c) 를를

쩌I 1 절 훨학적 성질[1 ， 2, 5]

1. 악티냐이드 (The Actinide Theory)

1925년경 주기율표에서 란타나이드와 유사한 그 존재가 예견되기는

하였으나， 초우라늄 원소가 발견되기 까지는 악티나이드의 존재가 널리

인정되지 못하였다. 1945년 Seaborg는 악티움과 트란스악티나아드 들은

란타나이드가 4f 전자각을 형성하는 것과 유사하게 되f 전자각을 형성할

것이라는 가설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처음부터 Np와 Re 및 Os와 Pu

의 유사한 성질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고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하여 확인 되었다. 자기감웅 측정의 결과도 악티나이

드 이론을 뒷받침하며 악티냐이드 이온들의 용액 중에서의 이온가는 이

론치 보다는 좀 낮지만 란타나이드에서도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 분자

자기감웅 값은 pu의 3가와 4가 이온에서 20·C 용액 중에서 각각 370

x10꺼 610 X 10-6
이다. 이 값은 오직 양와 5f전자가 이온화 할 때반 가

능한 값이다.

3가 악티나야드 이온의 이온교환 거동은 란타나이드와 아주 유사하다.

이는 f전자각이 다른 외곽 전자각 보다 외부를 차폐하는 성질이 크기 때

문이다.

비록 란타나이드와 악티나이드의 화학적/물리적 특성이 여러 가지 면

에서 유사하지만 산화/환원 거동은 상당히 다르다. 3가의 산화상태는 모

든 란타나이드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이지만 초기의 악티나이드원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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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Pa, U, Np, pu 등은 각각 4, 5, 6, 5, 4가의 이온들아 가장 안정하다.

그 이유는 4f와 5d원자각의 에너지 차는 큰데 비하여 ， 5f와 6d원자각의

에너지 차는 매우 작은 데에 기인한다.

2. 원자와 이온의 크기 (Atomic and Ionic Sizes)

표 2.1에 U, Np, Pu, Am. 의 몇 가지 산화가와 금속， 이온， 공유결합

시의 이온반경을 수록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악티나이드의 이온반경이 동

일한 산화상태의 란타나이드 이온보다 극히 조금밖에 크지 않다는 점이

다. 예를 들어 3가의 Pu는 3가의 Sm 보다 0.04 A이 클 뿐이다.

표 2.1 악티나이드 이온의 산화가와 결합형식에 따른 이온반경

원소명 금속결합， A 이온결합， A 공유결합， A

산화상태 +3 +4 +5 +6 +3 +4 권- +6 +4 +5 +6

U 1.92 1.74 1.61 1.54 1.03 0.93 0.87 0.83 1.62 1.50 1.42
Np 1.89 1.72 1.60 1.52 1.01 0.92 0.88 0.82 1.60 1.49 1.41
pu 1.86 1.70 1.59 1.51 1.00 0.90 0.87 0.81 1.58 1.48 1.40

Am l ‘ 84 1.69 1.58 1.50 0.99 0.89 0.86 0.80 1.57 1.47 1.39

3. 금속 플루토늄의 화학적 특성

표면어 산화되지 않은 플루토늄 금속은 철이나 닉첼과 유사한 은백색

의 금속이다. 공기 중에서의 산화속도는 공기의 상대습도에 관계가 있

다. 상대습도 50%인 경우 상대습도 0%인 경우보다 산화속도는 10l3~에

달한다. 설제로 습한 공겨 중보다 습한 아르곤기체 중에서 산화속도가 더

빠르다. 이러한 사설은 산화가 실제로 산소보다는 수분과 음극반웅에 의

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의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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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금속 플루토늄과 여러 가지 용액파의 반웅

solution 반 용 성

물
실온에서는 아주 서서히 반웅하며 끓는 온도에서는

반웅이 조금 빨라진다.

어떤 농도에서도 수동태‘펴막을 생성하기 때문에 용

질산 해되지 않는다. 0.005 M의 HF룰 가하거나 진한 질 산

중에서 끓이면 잘 용해한다.

영산， 브롬산 고농도 및 중간농도에서 매우 빨리 용해한다.

매우 천천히 용해한다. 압축하여 덩어라 형태로 만들

불화수소산 어진 플루토늄 금속은 때로는 빠르게 완전히 용해하기

도 하고 불용성의 PuF3를 형성하기도 한다.

HCI04(72%) 빠E 게 용해한다.

진한용액에서는 보호펴막 생성으로 인하여 용해가 서

황산 서히 정지한다. 중간농도(5N)에서는 서서히 용해하며

순도가 낮은 시료는 완전히 용해한다.

인산(85%) 빠 E 고 순조롭채 용해한다.

초산
차가운 상에는 용해하지 않는다. 뜨거운 농도가 낮은

산에 서서히 용해한다

Tricloroacetic 농도가 전한 산에는 빠르게 용해하고 농도가 낮아지

Acid 면 용해속도가 감소한다.

Trifluoroacetic 진한 산에 서서히 용해한다. 때로는 불용성 산화물을

Acid 납긴다.

1.7 M 농도의 산에 빠르고 순조홉게 용해한다. 산의

Sufamic Acid
분해를 막기 위하여 온도는 40·C 이하를 유지해야 한

다. 소량의 phyrophoric sludge를 남기며 액중에 질산이

존재할 때는 A러지의 양이 증가한다.

플루토늄은 기체에 의하여서도 침식을 당하며 그 속도는 온도가 높을

수록 빠르다. 암모니아 또는 질소와 반응하여 nitride가 생성되고， 수소와

반응하여 hydride, 할로겐 또는 할로겐화 수소와 반응하여 h머ide， 일산화

탄소와 반응하여 carbide,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carbide 및 oxide를 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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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플루토늄은 전기적으로 강한 양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기

산에 용해된다. 금속 플루토늄과 여러 가지 용액과의 반응을 표 2‘2에 수

록하였다.

쩌12 절 롤플루토늄 확훌훌물[1 ， 2, 5]

1. 수소화물 (Plutonium Hy바ides)'

플루토늄 수소화물의 일반적인 형태는 PuHz와 Pulh이며 플루토늄과

수소가 직접 반웅하여 생성된다. 이 반응은 온도가 상숭함에 따라 빨라진

다. 또한 이 반웅은 플루토늄의 표면상태 수소의 순도 산소나 수증기의

함유청도， 온도 수소의 압력 등에 따라 예민하게 변화한다. 플루토늄 수

소화물의 pu와 H의 비는 대략 2.75 청도 이다. 표 2.3에 플루토늄 하이드

라이드의 결정구조에 관한 자료를 수록하였다.

표 2.3 Plutonium Hydride의 결정구조

Space 격자 파라메타， A 단위cell 밀도，
λ。4 분 결정형

Group 형성단위 g/c따ao Co

PuH2.0 :

PuH2 0-PuH2 7
면섬입 Fm3m 5.359+0.001

4 10.40
방 PUH25 :

5.34+0.01

Pulho 6각구조 P6:/mmc 3.78土0.01 6.76+0.01 2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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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토늄과 수소의 반웅은 가역반응의 성질율 갖고 있기 때문에 온도

와 수소의 압력 에 따라 평 형 이 변·화한다. 플루토늄과 수소/중수소와의 반

웅에서 생성열은 각각 다음과 같다.

Pu + H2(g) 엌 PuH2(s) 6H = -37.4 + 1.2 kcaνmole

pu + D:!(g) 특 PuD:!(s) 6H = -35.5 + 0.7 kcaνmole

실험식으로부터 플루토늄수소화물와 분해로 생성된 수소의 평형압력을

식으로 표시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PuHz(s)(400-800°C 범 위 )

log P = 10.01 + 0.32 - (8165 + 263)/T

PuDz(s)(600-800 °C 범위 )

log P = 9.71 + 0.19 - (7761 ± 15U/T

여기서， P : mmHg , T : K 이다.

2. 플루토늄-산소 화합물 (Plutonium-Oxygen Compounds)

가. Binary Plutonium Oxide

1) Plutonium Dioxide : 이산화플루토늄은 플루토늄 화합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널리 연구된 물질이다. 이 중요성은 그 유용한 성질，

즉， 고융점， 照射安定性， 금속과의 兩立性， 양호한 취급성에 기인한다. 그

리고 이러한 성질로 인하여 핵연료로서 가장 유망한 물질이 되었다. 그리

고 이러한 유용성으로 인하여 이미 Pu02 단목으로 또는 다른 화합물 예

를 들어 U02 동과 함께 연료로 이미 사용되고 있다.

PU02는 플루토늄이나 그 화합물을 공기중에서 연소시켜 만든다. 표 2.4

에 각종 화합물을 870°C 에서 연소시켜 만든 PU02의 특성을 수록하였다.

이러한 생성물들은 어느 것이나 온도를 1200°C까지 올리면 더 어두운 황

갈색(카키색)으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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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여러 가지 화합물을 870°C 에서 연소시켜 얻어진 Pu02의 특성

Source 잭 깔 외관

Sulfate 황록색 - 녹색 Bulky power

Nitrate 호련황색 Bulky solid

Chloride 흐린 황색 Power

Fluoride 흑색이 섞인 황갈색 Granules
Oxalate 황색 - 담황색 Bulky power

Iodate 담황색 Veη1 bulky

Hydroxide 황색이 섞인 흑색 Dens Shiny particles

PuOz. 특히 고온에서 생성원 Pu02는 강한 내화성 물질이며， 일반적얀

방법으로는 용해시키기 어려운 물질이다. Pu02를 용해시키려면 20Q
o

C의

85 -100% fuP04 용액이나， 10 M HN03 - O.05M HF, 5 M HI 또는 끓

는 온도의 HN0J - HF 등으로 용해가 가능하냐 용해는 아주 셔서히 일

어난다. 그러나 산과 환원제로의 성질을 동시에 같고 있는 끓는 상태외

HBr에는 빠르게 용해한다. 또한 Pu02는 HF와 반웅하여 삼불화물， 또는

사불화물을 생성시킬 수 있으나 그 속도는 극히 느리다.

PU02의 융점은 분위기에 따라 변화한다. 관찰된 바로는 0.1 - 1.0 기

압의 산소분위기에서는 약 2400°C , 순수 아르곤 분위기에서는 2330+10

DC , 헬륨 분위기에서는 2280 + 30°C 등이다.

PuCh의 증기압은 2000 - 2400 K 법위에서는 다음 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log P[atm] = (8.027+0.239) ‘ (29240 + 530)/T[K]

표 2.5에 1450
D

C 에서 1775
D

C까지의 Pu02의 증기압에 관한 자료를 수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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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Pu02의 온도에 따른 중기압 변화

중기 압， atm x 101u

온도 ℃
산소중 공기중 아르곤중

1뼈O 11.2 21
1500 5.0 31.1 -

1525 - - 43.7
1550 8.9 31
1575 9.9 -

1600 19.5 129 53.2
1625 20.7 63.8 172
1않O 106
1675 27.9 197 87.4

1700 189 134
1750 163 - 271
1775 381 잃4 -

2) Plutonium SesQui-oxide : 플루토늄의 1.5산화물은 3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그중 하나는 6각형 모양이고 2가지는 업방체 모양이다. 이 물질

은 2산화물로부터 만들어진다. 6각형 모양의 β-Pu203는 양론적으로 실

제로 1.5화합물이며 PuCh를 탄소와 함께 가열하여(분말 휴은 압축된 펠

릿을 헬륨분위기에서 1625°C 이상의 온도에서) 만들어진다. 생성물 중에

는 Pu2C3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 이는 Pu203로부터 용이하게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제조법으로는 Pu02를 pu 금속분말이나 pu

수소화불과 함께 탄탈륨 도가니에서 1500't로 3시간 동안 가열하여 제조

한다 이 경우는 a -Pu203와 β-Pu20:3의 혼합물이 생성된다.

β-Pu203의 융점은 헬륨 중에서 2085+25°C 이다.

입방형의 a -Pu203은 Pu02와 탄소를 진공에서 1많0-1800't의 온도로

가열하여 제조한다. a -Pu203의 산소깨u 원자비는 1.515 이다. 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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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방형 불질인 a ‘-Pu203은 a-Pu203를 고속으로 급랭 (20，000 "clmin)하여

제조되고 산소깨u 원자 바는 1.515 아며 융점은 2360+20·C 이다

3) Plutonium Mono-oxide : PuO논 PuOz를 탄소와 섞어 헬륨 중에

서 8OO"C로 가열하거나， 진 공중에서 15QO°C 로 가열하여 제조한다. 융점

은 약 1900 "C 정도여다.

나. Plutonium Peroxide

플루토늄 과산화물은 수용액 중에서 플루토늄 이온을 H202로 침전

시킬 때(보통 30 - 50% H202 수용액)생성된다. 이 침전은 약칸의 저온

(10 - 15 "C)이고 과산화물의 파괴를 피하기 위하여 산도가 5N을 넘지

않았을 때 최상의 조건이 된다. 이 외에도 다른 몇 가지 방법으로 제조될

수 았으며 체조 방법에 따라 침점불의 형태가 달라진다. 과산화 플루토늄

은 두 가지 결정구조가 존채하며 그 특성을 표 2.6에 나타내었다.

6방정계와 면심업방 두 가지 결정형태의 pu의 산의 산화가는 모두 4가

이지만 O!Pu 비는 6방정계 침전물의 경우는 습윤상태에서 평균 3.37 여

고 건조한 후에는 3.02+0.07 여다. 면심입방 침전물은 경우는 O/Pu 비가

습윤상태나 건조상태에서 모두 평균 3.03+0.04 이다. 침전시키는 용액와

종류나 이온의 농도에 따라 침전의 형태가 육방정계가 되기도 하고 면심

업방이 되기도 하는데 표 2.7에 이에 관한 자료를 수록하였다.

표 2.6 과산화 플루토늄 결정구조의 특성

결정형
Lattice Parameter, Tamp Density, Particle Density,

A g/c마 g/c며

6방정계 a = 4.00 0.17 3.43
면심입방 a = 16.5 0.70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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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플루토늄 과산화불 침전에 있어 산도와 이온농도가 결정에 미치

는 영향.

이온농도， M

Pu HzOz H+ N03- cr CI04- S04ι- 결정구조

0.003 3.00 0.45 3.0 0.25 면심입방

0.033 3.00 1.0 3.0 0.25 혼합

0.0월 3.00 2.0 3.0 0.25 육방정계

0.033 3.00 3.2 3.0 0.25 육방정계

0.0잃 1.00 0.51 3.0 면심입방

0.0않 1.00 2.8 3.0 면싱입방

O.따3 1.00 3.6 3.8 육방정계

0.176 3.30 1.10 1.60 면삽입방

0.229 1.35 1.44 2.10 면심입방

0.264 0.25 4.10 4.63 육방정계

0.176 3.30 4.10 4.63 육방정계

0.033 1.00 0.55 0.37 면심입방

0.033 3.00 4.0 2.0 육방정계

0.176 3.00 4.2 0.53 2.0 육방정계

0.033 1.0 0.45 3.0 면섬업방

0.033 3.0 2.0 3.0 0.10 육방정계

0.033 3.0 2.0 3.0 0.90 육방정계

0.052 0.25 0.40 0.50 면섬업방

0.033 1.00 0.48 0.25 0.16 면심입방

0.033 1.00 0.48 4.0* 0.16 육방정계

0.033 1.00 0.48 4.0** 0.16 육방정계

* : NaCI04를 과염소화물로 가함
** : Mg(CI04)z를 과염소화물로 가함

다. Plutonium Hydroxides

플루토늄 수산화불운 한천과 같은 형상의 물질로서 아직 성분이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었다.

1) Pu(ill) Hydroxide : 3가의 플루토늄 수산화물， pu(OHh'xH2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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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용액에서 Pu(llI)올 침전시켜 만플어진다. 이것은 청색의 침전으로

용해도적은 약 2 x 10-때이고 공기 중에서 빠르게 산화되어 4가의 수산화

물이 된다.

2) Pu(IV) Hydroxidem : Pu(IV)용 액’에 수산화물을 가하면 청색의

한천형태의 물질인 4가의 플루토늄 수산화물 Pu(OH)4'xH20가 생성된다.

이것은 여과하기 힘든 물질이며， 70-100 °c 로 서서히 가열하면 건조시킬

수 았으나 더 높은 온도로 가멸하면 2산화물로 변한다. 용해도는 매우

작아 용해도적은 7 X 10-ffi 이다.

3) Pu(V) Hydroxide : 회백색 내지는 장마빛깔의 침전으로 조성은

Pu02(OH)로 추정되며 5가의 pu이옹이 존재하는 질산용액에 NaOH를 가

하여 만든다. 침전은 pH 6.8 부근에서 시작되며 용해도적은 대략 5 x

10-10 이다

4) Pu(VI) Hydroxide : 6가의 수산화물， Pu않(OH)z은 용해도적만야

알려져 있으며 그 값은 O.OOOl86M HN03 용액 중에서 (3 + 1) x 10-25 정

도이다.

라， Ternary and Quaternary oxides of Plutonium

플루토늄을 포함한 3원소 및 4원소 복합화합물의 결정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표 2.8에 수록하였다.

3. 불화물 (Plutonium Fluorides)

원자력계획이 시행된 초기에는 불화플루토늄은 플루토늄의 분리공정에

서 중요한 물질로 이용되었다. 현재는 사용되지 않지만 채처랴의 분리공

정에서 PuF4와. LaF3의 공침 현상은 플루토늄 분리의 핵심공정이었다.

지급도 PuF4은 플루토늄을 금속화 시킬 때 중요한 중간물질로 사용된다.

또한 자주사용되지는 않지만 금속화 공정에서 PuF3가 사용되기도 한다.

-100-



표 2.8 X-Ray에 의한 플루토늄을 포함한 3원소 및 4원소 복합화합물의

결정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Lattice Par따neter， A 계산

화합물 결정형 밀도，
ao be co g.cm'

PuAlOJ Rhombohedral 5.33 9.28

a =56° 4’
PuV03 Orthorhombic 5.48 5.61 7.78 9.41

PuCrOJ Orthorhombic 5.46 5.51 7.76 9.65

PuMn03 Pseudo-Cubic 3.86 9.89

PuNb04 Monoclinic 5.46 11.27 5.17 8.29

β =94
0

35'

Ba2PuTa06 Cubic 8.59+0.01 8.28

Ba2PuTa06 Cubic 8.748+0.006 8.34

BaPu03 Cubic 4.357+0.007 8.52

4.373 + 0.003

BaPu03 (1600 Orthorhombic 5.795+0.004 5.861+0.004 5.983+0.004

℃ 이상 가열)

SrPuOJ Pseudo-Cubic 4.28+0.03 7.94

PuSi04 Tetragonal 6.906 + 0.006 6.221 +0.α%

PuGe0 4 Tetragonal 5.040+0.002 11.11 +0.01

Pu(h(Nbz05h Tetragonal 7.67+0.01 7.74+0.01 5.85

PuOz{Taz05h Tetragonal 7.654 + 0.005 7.731 +0.005 8.46

LhPu0 4 Tetragonal 4.464 + 0.002 8.367+0.005 6.45

LitPu05 Tetragonal 6.677 + 0.002 4.421 +0.003 5.84

a-N~Pu05 Cubic 4.718 + 0.005 5.20

β-N~Pu05 Tetragonal 7.449+0.005 4.590+0.005 5.36

Ba:?u06 Cubic 8.844 + 0.006 7.17

Ba2.5SrO.sPu06 Cubic 8.811 +0.005

BazSrPu06 Cubic 8.780+0.002

Ba15Sr15Pu06 Cubic 8.794 + 0.003

BaSrzPu06 Cubic 8.717+0.008

BaaπSrZ~06Cubic 8.701+0.006

SrPu04 Rhombohedral 6.51+0.02 7.72

a =35
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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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F6은 그 휘발성으로 인하여 현재 상용화 되지눈 않았지만 건식 분리

(재처리)공정에 중요한 물질이다. 표 2.9에 불화플루토늄의 열역학적 및

결정학적 데이터를 수록하였다.

가. pu(rn) Fluoride

무수(無水) PuF3는 Pu(IV)의 철산염， 산화물， 수산화물， 과산화물，

불화물， 옹살산염 및 Pu(ill)외 옥살산염 또는 Pu(VI)의 질산염 등과 무수

HF를 550-600°C에서 반웅시켜 만든다. 반웅시간은 각각 다르고 Pu(ill)

의 수산화물의 경우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반웅울 중에 소량의 환원제

(예를 들어 약 1%의 수소)만 존재하여도 4불화 플루토늄은 전혀 생성되

지 않는다.

나‘ pu(N) Fluorides

R止‘4는 Pu(IV)의 질산염， 산화물， 수산화물， 과산화물， 불화물， 옥살

산염 및 Pu(ill)의 옥살산염 등을 산소 존재하에서 500-550t에서 플루오

르화 반응을 시켜 만든다.

다‘ pu(V) Fluorides

여러 7t지 종류의 5가의 플루토늄 불화물 복염들이 알려져 있지만

이들 중에서 특히 Rb2PuF7과 CSPuF6가 가장 관심의 대상이다 이들은 초

우라늄원소 중 산소를 함유하지 않는 최초로 알려진 5가 상태 화합물 이

다.

라. Pu(VI) Fluorides

휘발성이 있는 PuF6는 PuF4와 불소를 반응시켜 만든다. 이 반응은

고체상태의 PuF4에 기체 불소를 흘려보내면서 진행시키며 온도는 550°C

정도에서 하는 것이 반응속도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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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불화플루토늄의 열역학적 및 결정학적 데이터

Lattice Par히neter， A
Form피a

-~H.
융정， Space

Dlllts 밀도

화합물 색짤 kc와/ • 결정형
℃ Group

per

mole a" b。 Co Urut g!C1I1
Cell

PuF3 VlOlet 375 1425 He뼈gon외 4.α갱5±OOOI η54±OOOI 2 932
PuOF Metalllc >1635 Face-centered 571±0 0l 976

CUbIC

NaPuF~ Hexagon머 C엉 613±002 3 76±0 01 1.5 6frl
PuF4 PJ퍼{-Llght 낌4 1037 Monoclnuc C2!e 1262±O.06 1057±O.05 828±005 12 70

brown 8=126'

PuF~(바0>05-20 PJ며〈 Pseudo-Cubic -564

PuF~(H20)25 Pmk or삼lorhombic Pnam 1266±005 11 03±005 6.99±005 8 489
NfuPuFs Gπen OrthorhombIC 983 698 627
NaPuFs Gr않n 뻐lomboh려r퍼 R3(C 용 ) 895±0.03 6 6.03

a =10T 28 ’

Pseudo-CubIC (Pseudocelll 5 앉iQ±O;α)5

a =90"

N<i2PuF6 PI따‘ Hexagonal 6αJ5±OαJ5 3.571 ±O Q(갱 584
KPuFs Green Rhombohedral R3(C송 } 9Z9±O.03 6 5.66

a =107' 2'

Pseudo-CubIC (Pseudocell) 586±001

a=89" 10'

RbPuFs Gr앉m Rhombohedral R3(C 옳 ) 948±0 떠 6 588
a =106" 56 ’

Ps밑ldo-CublC (PseudoceU) 600±002

a =89' 10’

KPUZF‘9 Orthorhombic Pnam 8.58±0따 696±004 1135±006 4 6.73
Rb2PuF7 Green Monoc1rmc p2‘Ie 6 Z70±OOO8 13.41±Oα)8 8.84±OOO8

RbPu02F2 Lavender Rhombohedral R 3m-D3d 6796±OOO8 a =3617'

Hexagonal 4232±O.αJ5 1902±O.02

NfuPuOzF2 Lavender Rhombohedral R 3m-D3d 6.817±Oα)6 a =3616'

Hexagonal 4243±0 OO4 1908±003

PuF6 Red-brown 5159 OrthorhombIc Oh

PuOzFz Wlute Rhombohedral 5.797±O여)5 a=42±3’ 650

KPu0zF3HzO Cubic 8126

RbPuQzF3'H:i) Cubic 8458

CsPuO굉':rH20 Cubic 8916

PuF 4{s) + F2(g) • PuF6{g) 6. F" 298 = +6.5 kcaν'mole

반응은 튜브형의 반응기에서 진행되며， 반응기의 PuFs와 접촉되는 금

속부위는 모두 Ni 또는 Monel로 만들어져야 하고， 반응기와 발브류의 모

든 가스켓온 테플론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반응 후에는 즉시 드라이아이

스와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냉각하여 PuF6를 응축시켜 불소와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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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uF6는 PuOz와 불소를 반용시켜 제조하기도 한다.

PUF6는 그 휘발성으로 인하여 플루토늄 화합물중 유해성야 가장 강하

다. 따라서 PuF6의 저장은 니켈어나 모넬로 만돈 용기에 저장해야 한다.

HF가 섞이지 않은 경우에는 Pyrex나 Quartz용기에 저장할 수 았으나 수

분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가수분해에 의하여 HF가 생성되므로 pyrexY

QUartz용기에는 저장이 불가능하다.

PuF4와 F2로부터의 PuF6 생성반응은 실제로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가

역반웅으로서 그 반응은

PuF4(s) + FZ(g) 설 PuF6(g)으로 표시되고 이 반웅의 평형에 관한 자

료를 표 2.10에 수록하였다.

p p.,r;

K= -스보후로 표시되는 PuF4를 기준으로 한 평형상수는

1331logK = - ~U~~T/1 - 0.275 로 표시되고， 자유에너지는~.u. - - T (K]

.6.F ‘ = - RT InK = 6.09 x 103 + 1.26T 이다.

또한 .6.H< :::: 6.09 kcaVmole, .6.S< :::: -1.3+0.2 cal/mole-deg 이다.

그러나 상온에서의 PuF6의 분해속도는 아주 느리거 때문에 장기 보관도

가능하다.

고체 PuF6의 융점은 51.59<C 이고， 얼반적으로 황갈색이나 막 옹고된

경우에는 밝은 척색을 띄우기도 한다. 상용의 액체는 황색이고 기체상태

에서는 NzOz와 유사한 갈색이다. 증기압은 o - 7TC 범위에서는 다음과

같아 나타낼 수 있다‘

고체 PuF6 (0 - 51.59<C) :

2095.0logP = ‘ #환ι + 3.4990 log T + 0.390갱

액체 PuF6 (51.59 - 77.1TC) :

1807.5logP = - ~딘꽁늬L + 1.5340 log T + 12.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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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PuF4(s) + F2(g) P PuF6(g) 반웅의 평 형 데 이 터

i명형온도， 평형 도달에 펼요한 시간， 평형정수，

℃ hr K X 104

395 2.5 50.05
393 3 55.6
336 17 33.5
342 18 37.9
302 1 26.4

303 2.5 26.5
301 1 28.8
302 113 24.5
301 2 25.6
302 2.5 28.0
300 24.05 26.6
251 18.5 16.4

251 66 15.1
199 25 7.08
202 24.5 6.19

200 23 8.18
200 47.5 6.67
152 136 4.68

150 312 4.55

이 식플로부터 유도된 물리척 특성치들은 다음과 같다.

Boiling Point

Triple Point

Heat of Fusion

: 62.16 'c

: 51.59 °C at 533.0 mm Hg

: 4456 caνmole

Entropy of Fusion : 13.72 caVmole-deg.

측정된 PuF6의 증기압은 표 2.11과 같다.

PuF6의 화학적 특성은 UF6와 크게 다르다. PuF6는 열역학적으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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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UF6 보다 분해되기 쉽다. 그라고 PuF6는 상온에서 CO와 반응하

여 CF4, COz, 및 PuF4를 생성하며 중간물질로서 COF2도 생성한다. 또한

상온에서 CSz, CCμ등의 물질과도 상온에서 반응하여 여 려 가지 화합물

을 생성한다‘

PuF6는 그 자신의 a-선 조사의 효과로 인하여 스스로가 분해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 a-선으로 인한 분해효과는 초기에는 크자만 저장

거간야 걸어짐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분해율이 시간에 비례하지는 않

는다

6가의 불화플루토늄은 PuF6 외에도 복염 형태의 PuOzF2-2H20,

Pu(hFz-2HF-4HzO, MPuOzF3'HzO (M==NlL, Na, K, Rb, Cs), M2Pu02F4

등의 화합물이 존재한다.

4. 염 화물， 브롬화물 및 요오드화물.

3자의 플루토늄 염화물 브롬화물 요오드화물은 불화물에 비하여 지

금까지 별로 공정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지도 않고 또한 주목받지도 못했

었으냐， 근래에 들어 PuCh이 폭탄을 목적으로 하는 용융염 전극침전법에

의한 환완공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고 있다. 표 2.12에 각각

PuCb과 BrC싱의 열역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5. 탄산염 과 複醒醒 (Plutonium Carbonates and Oxalates)

가. Plutonium Carbonates

3가의 플루토늄탄산염은 알려진 것이 없다.

1) Pu(IV) Carbonates. : 가장 단순한 4가 탄산염은 Pu(C03)z로 예상

되지만 알려지지 않았다. 몇 종류의 암모나움， 칼륨， 나트륨， 옥시카보네

이트(PuOC03) 등의 복염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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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PuF6의 중기 압

고체 액체

온도， °C 증기압， rom Hg 온도， t 증가압， rom Hg

-0.01 17.9 52.02 543.6

6.21 28.8 55.17 597.8

10.27 38.0 57.29 650.3

10.76 40.2 62.06 760.6

14.73 52.3 63.09 777.8

15.10 52.9 66.16 앉>6.9

19.30 70.5 69.85 972.1

19.75 71.7 71.29 1014.5

20.38 77.7 74.29 1111.1

23.12 90.0 77.16 1207.5

23.85 94.3

'2:1.73 128.1

29.84 145.3

32.51 173.2

36.31 219.0

39.58 266.1

39.80 267.2

42.61 318.0

45.12 371.2

45.84 381.9

50.02 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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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PuCh과 BrCh의 열 역 학적 특성

목
-
밟

항

-
향

PuCh BrCh

고체 l[ 577-760 °c (융점)， P : mrnHg] I[ 527-681 °C(융점)， p

logP ::: (12.726+0.126) - ImmHg]

(15,910+ 120)/T(K) IlogP ::: (13.386+0.077) -

05,280 + 69)/T(K)

액체 l( 977 °c 까지， p: mmHg)

logP :: (9.428+0.075) -

(12,587+ 82)/T(K)

( 827 °c 까지， p: mmHg)

logP == 00.237+0.033) 

(12.356+ 32)/T(K)

6H

승화 72.8+ 0.6 kcaVmole 69.9 + 0.3 kcaVmole

증발 57.6 + 0.4 kcaVmole 56.5 + 0.2 kcaνmole

용해 12.5+ 0.7 kcaVmole 13.4 + 0.3 kcaVmole

65

14.7+ 0.7 kcaνmole 14.0+0.4 kcaνmole

2) Pu(V) Carbonates : HH.4Pu02C03, KPUOzC03 둥이 알려져 있다.

3) Pu(VI) Carbonates : NlliPu02(C03)(HO), CNH4)6(Pu<꿇h(C03)5

(H20h , KtPU02(C03h. 둥이 알려져 있다.

냐. Plutonium Oxalates

1) Pucm) Oxalate: 3가의 플루토늄 이옹야 용해된 붉은 질산성 용

-108-



액에 옥살산( OH基와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수산[灌醒]은 옥살산으로

표기한다.)이나 옥살산나트륨을 가하면 수화된 3가의 플루토늄 옥살산염

이 침전한다. 이 침전물을 물이냐 알코올로 세척한 후 상온에서 진공건조

하면 3가의 플루토늄 옥살산염이 얻어진다.

2) PU(IV) Oxalates : 4가의 플루토늄 이용이 용해된 산성용액에 옥

살산이나 옥살산나트륨을 가하면 물분자 6개가 수화된 4가의 플루토늄

옥살산염， Pu(C204h'6H20가 침전한다. 이 침전물을 물이나 알코올로 세

척한 후 상온에서 진공건조하면 4가의 플루토늄 옥살산염이 얻어진다.

포 다른 형태의 수화물 pu(C204h'2H20는 π~ HN03 용액을 50 - 75t 의

용도에서 10% 과량의 옥살산을 가하여 침전시키면 얻을 수 았다. 또한

여러 종류의 다른 금속이온과의 복염도 존재한다.

3) Pu(VI) Oxalate : 5가의 플루토늄 옥살산염 인 PuOzC204'3H20은 6

가의 플루토늄 이온이 용해된 1.5 - 2 N 질산용액에 옥살산 결정을 넣으

면 붉은 색와 참전으로 얻어진다.

다， Mixed Oxalate-Carbonate Compounds of Pu(IV)

플루토늄을 함유한 복염형태의 여러 종류의 4가와 6가 플루토늄의

옥살산염이 MxPu(C03)y(C204)z'aH20의 형 태로 존재한다.

6. 황산염 (Plutonium Sulfates)

가. Pu(lli) Sulfates

플루토늄의 3가 황산염은 3가 이온이 함유된 용액에 sen룰 18시간

동안 포화시칸 후 동일부피의 에틸알코올을 가하면 수화물형태의 염이

얻어진다.4가의 이온을 502에 의해 환원하기 위해서 처음 1시간은 90°C

로 가열하여준다. 생성된 수화불은 Pu2(S04h'까'120의 형태이며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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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다. 이 결정을 완전한 불활성분위기에서 130-150"C로 가열하면 열

은 blue-gray색의 무수물을 얻을 수 있다. T iPu(S04h'4H20 형태의 복염

도 만들 수 았다.

나· Pu(IY) Sulfates

4가의 무수황산염안 Pu(S04h는 과잉의 황산이 함유된 용액을 조심

스럽게 450-600
D

C로 가열하여 여분의 황산을 제거하면 얻을 수 있다. 외

관은 핑크 색이고 홉습성을 갖고 있다. 수화풀로는 Pu(S04)z'암120와

Pu(S04)z'2H20가 었으며 복염으로는 K짧u(S04kxH20가 있다.

7. 질산염 (Plutonium Nitrates)

플루토늄에 관환 대부분의 연구는 질산염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대부

분 수용액 상태로 취급되지 때문에 고체상태의 질산염에 관한 자료는 거

의 없다. 또한 산화되기 쉬운 성질로 인하여 고체상태의 3가 질산염은 알

려지지 않았으나 4가와 6가의 질산염은 존재한다.

가· PU(IY) Nitrate

4가의 pu이온이 함유된 질산용액을 상온에서 서서히 수개월간에 걸

쳐 건조시키면 pu(N03)4'5HzO를 얻을 수 있다. 결정의 크기가 1 mm 이

하인 경우에는 녹색을 나타내고 큰 결정은 검은 색이다.X一ray 분석에

의한 Pu(N03)4'5H20의 결정학적 특성은 표 2.13와 같다.

나· Pu(VI) Nitrates

Pu0z2+가 용해된 철산용액을 상온에서 밀폐된 용기 내에 오산화인

과 함께 넣어 건조사커면 핑크빛 또는 갈색(결정크기에 따라 변한다.)의

사각형 판상의 결정 PuOZ(N03)Z'6H20를 얻을 수 있다. 이 결정은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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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X-ray 분석에 의한 Pu(N03k5H20의 결정학적 특성

Synunetry 0πhorhombic

Space Group Fdd2( C~~J2 t-

ao =: 11.14 + 0.02 A

Lattice Parameters bo == 22.58 + 0.03 A
Co =: 10.51 + 0.03 A

Fonnula Units per Unit Cell 8

Calculated Density 290 g/c미

Refractive Indices (5893 A) 1.또4， 1.또6， 1.667

중에 방치하면 갈색 또는 검붉은 색으로 변한다. PUOz(N03}z'6H20결정을

130't로 가열하면 결정수를 점차로 방출하고 성공적으로 4수화물， 3수화

물， 2수화물로 변화한다. 그리고 150°C 로 76시간 동안 가열하면 무수

Pu02(N03h 이 생성된다. 또한 이들 수화물 또는 무수물을 4개월간 방치

하면 pu는 완전히 4가로 환원되논 것이 관찰되었다.

8. 인산염 (Plutonium Phosphates)

초기의 플루토늄 분리공정은 인산비스무스 침전과 플루토늄의 공침 현

상을 이용한 것이어서 인산염의 매우 중요한 물질이었으나 용매추출법의

발달에 따라 그 중요성을 상실하였다. 표 2.14에 주요한 플루토늄의 인

산염에 관한 결정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수록하였다.

가. pu(ill) Phosphate

3가 인산플루토늄의 1/2수화물인 PuP04·0.5H20는 802로 포화된 0.5

M 황산플루토늄 용액에 0.8 M의 fuP04를 가하고 밀봉한 후 75°C 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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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플루토늄 인산영에 관한 결정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Lattice Parameter, A
굴절 밀도，

화합불 색깔 결정형
좋。￡ g/e미ao bo @

PuP04' 청색 Hexagonal 7.011 ±0.OO2 6.401 ± 0.002 1.76 6.27

0.5H20

PuP04 청색 Monoclinic 6.73±0.02 7.oo±0.02 6.42±O.02 1.85, 755

P=103.8D ±04D

1.86,

1.90

PUP싸7 무색 Cubic 8.650±0α)6 437

Pu(POJ)4 핑크- Orthorhombic 8.93±0.02 14.89±0.03 6.78±0.02 1.67

황갈색 1.654,

1.661 ’ 4.03

PuAS04 짧은녹색 Mon<χlinic 6.92±0.02 709±0.02 6.66±002 1.앉% 7.97

β=105.8" 27'

시간 동안 가열하면 얻을 수 있다. 무수물인 PUP04는 PuP04·O.5H20률

공가 중에서 950·C로 가열하면 얻을 수 있다.

나· PU(IV) Phosphates

4가의 안산염은 Pu (HP04h'xH20, PuP207, HtJ\l(HP04)s-xH20,

H좌카1(HP04kxH20， Pu(CM9P04h'xH20 통 여 려 가지 형 태가 존재한다.

다· Pu (IID Arsenate

플루토늄의 아비산염은 붉은(0.1 M) 플루토늄 3가 이옹이 용해된

염산용액에 (N!ithHAs04용액을 가하면 PuAS04가 침전한다. 야 물질에

대한 결정학적 자료를 표 2.14에 수록하였다.

라· Pu(V) 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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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의 플루토늄 이온이 함유된 질산성용액에 (NIL)강IP04용액을

가하면 (N~hPuOzHP04'와·120가 침 전한다‘

9. 탄화불과 규소화물 (Plutonium Carbides and Silicides)

플루토늄의 카바이드 형태는 높은 열전도도와 밀도로 인하여 산화물，

질화물과 함께 원자로에 연료로 사용하는 기본물질의 한 형태로 연구되

고 있다. 이 물질에 관한 연구는 화학적， 세라믹적， 금속학척인 분야에서

중첩되어 있다. 플루토늄 규소화불도 연효물질의 한 형태로 가능성이 있

으나 그 정도는 카바이드보다 낯고 이 물질에 대한 이용가능한 정조도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 플루토늄의 차바이드와 규소화물에 대한 결정학적

인 자료를 표 2.15에 수록하였다.

표 2.15 플루토늄의 차바이드와 규소화물에 대한 결정학적인 자료

Lattice Parameters. A FonnuJa
화합

결정형
Space units 밀도，

물 Group @ bo @ per Unit g/e며
Cell

4.9582± 0.003

Pul-x 면섬입방 Fm3m (탄소부족시) 4 13.64.9737 ± 0.003
(탄소충분시)

8.1258 + 0.003

pu써3 체심입방 143d
(탄소부족시) 8 12.708.1317±0.003
(탄소충분시)

PuC2 정방정계 141mmm 3.65 3.63 6.094 2

PuSi 사방정계 Pbnm 5.727+O.αE 7.933±0.003 3.847 ± 0.001 4 10.15

Pu3Sis 육방정계 P61m.mm 3.875± 0.004 4.l02±0.001 1/2 8.96c/a=l.055

PuSh 혜심정방141amd 3.967+0.001 13.72±0.03 4 9.08

PusSb 정방정계 141mσn 11.409±0.003 5.여8±0.002 4 11.98

Pu3Si2 정방정계 P41mbm 7.483±0.002 4.408±0.002 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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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lutonium Carbides

플루토늄 차바이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상이 존재한다.

• Zeta phase : 대략적인 성분은 R앙C2(PuCo67)이고 575°C 에서 이상은

불균형화 되어 €-플루토늄과 PuC085로 된다.

• Plutonium Monocarbide : 일반적으로 이상은 PuC의 형태로 표시되

지만 탄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조성이 넓은 범위에 걸치게 되고 일반적으

로 PuCo 85 형태로 된다. 이 상의 융점은 1654°C 이고 용해되면 조성이

Pu2C3가 된다.

• Plutonium Sesquicarbide : PU2C3는 PuC와는 다른 양론적인 조성이

거의 일정한 물질이고 탄소가 많은 부분에서는 격자 파라메타가 커지며

2050"C에서 융해하여 PuC2와 PU2C3의 matrix가 된다.

• Plutonium Dicarbide : PuC2는 2250t에서 융해하고 1750 "C 이하에

서는 분혜하여 Pu2C3와 탄소가 된다.

플루토늄 차바이드의 제조는 금속플루토늄，Pu 02풍을 혹연과 고온에서

반응시켜 만든다.

PuC는 공기 중에서 200-300 "C에서 서서허 산화되며 때ot에서 밝게

타오른다. 상온의 공지 중에서는 2개월 동안은 반응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나 장기간두면 우라늄카바이드의 경우처렴 반웅성이 증가하고， 어떤

사료에셔는 자연발화하기도 한다. 차가운 불과는 반용하지 않으나 뜨거운

불과는 반응하여 Pu(OHh와 수소 및 메탄， 에탄， 아세칠렌， 부텐 등의 일

련의 탄화수소릎 발생한다. 차가운 질산에는 약간의 침식을 받을 뿐이지

만 뜨거운 농질산에 소량의 NaF가 함유되어 있는 액과는 반응하여 탄소

를 창전시킨다.

Pu2C3의 화학적 특성은 PuC와 유사하나 가온된 상태， 끓는 물， 산에

대한 안정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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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lutonium Silicides

플루토늄은 표 2.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화합물을

형성한다. 그런데 이러한 화합물들은 양론적으로 일정하지는 않고， 일정

한 범위 내에 었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균일성을 유지하고 있

다. 따라서 표 2.15에 나타낸 원소 비는 근삿값이다. 예를 들면 PuSiz는

실제로는 PuSh-x로 표시되며 Si 함량의 하부한계는 PuSh9 이다.

플루토늄실리사이드는플루토늄과 실라콘을 고온에서 직접 반응시키거

나， PuF3률 고온에서 실라콘과 반웅시켜 제조한다.

PuSi(theta phase)는 1576+10
o

e 에서 용융하고， PuSh 는 1638+ loDe ,

Pu3S핀 는 1646+ loDe에서 각각 용융한다.

플루토늄 실리사아드들은 자연발화성이 있고 단단하며 깨어지기 쉽고，

금속과 같은 와관을 같고 있고， 공기 중에서는 산화하여 700
0

e 에서 PuOz

로 변하고， 90°C 의 물과 급격하게 반용한다.

10. 질소， 인 및 비소화물 (Plutonium Nitride, Phosphide and Arsenide)

이틀 플루토늄과 VA족 원소와의 화합물은 플루토늄 절소화물이 원자

로 연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관섬을 끌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자료

가 부족한 상태 이다. 표 2.16에 이틀 화합물의 X-ray 분석에 의한 결정

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수룩하였다，

가. Plutonium Nitride

플루토늄의 칠소화합물은 PuN 한지만야 알려져 있다. PuN은 플루

토늄의 수소화물을 NH3을 600-650°C 에서 반응시키거나 230°C 이상에서

질소와 반용시켜 만든다. 이외에도 금속을 전기방전으로 가멸하여 만드는

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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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X-ray 분석에 의한 PuN, PUP, PuAs결정의 특성에 관한 자료

Fonnula

화합불
격자파라때타， A 밀도

결정형 격자그룹 Units per
Go g/c따

Unit Cell

PuN 면심입방 Fm3m 4.90닮+0.0003 4 14.22

PuP 변섬업방 Fm3m 5.664+0.004 4 9.87

PuAs 면섬입방 Fm3m 5.6597 + 9.983 4 9.83

5.855 + 0.004 10.39

P따J은 갈색 내지 흑색의 단단하고 약간은 부서지가 쉬운 물질로서， 우

라늄 질화물보다 반응성이 크고 분해되기 쉽다. 습기가 함유된 공기분위

기에서 상온에서 수일간 또는 80-90"C에서 수 시간이면 완전허 수화·분

해하여 PuOz로 변화한다. 설온의 공기 중에 PuN 분말(-80 mesh)을 1-3

일간 방치하면 완전히 PuOz로 변화한다. 그러나 콘 덩어려인 경우는 천

천히 산화되어 동일한 조건에서 30일 후에도 단지 0.3%만 산화된다‘

P띠애의 융점은 절소분위기에서는 2556+ 15 "C 아르곤 분위기에서는

2450+50°C 이고 1600°C 이상의 온도에서는 휘발성을 나타댄다.

나. Plutonium Phosphide and Arsenide

PuP와 PuAs는 진공중이나 헬륨분위기에서 성분원소의 혼합물을 유

도가열방식으로 가열하여 제조한다. 이들 반응은 강한 발열반응이고 따

라서 그 생성물은 아주 안정하다. PuP의 경우 Pili와 금속 플루토늄을

반응시켜 제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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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황， 텔루르화불 (Plutonium Sulfides, Telluride Oxyselnide)

산소를 제외한 VI A족 원소와의 화합물은 별로 연구되어 있지 않다.

이들 화합불에 대한 X-ray를 이용한 결정학적 자료를 표 2.17에 수록하

였다.

표 2.17 플루토늄과 VIA족 원소 화합물 결정의 특성 자료

격자파라메타， A Fonnula 밀도，
화합물 결정형 격자그룹 Unit per

g/c머@ @ Unit Cell

PuS 면심입방 Frπ3m 5.536+0.001 4 10.60

Pu2S3- 체심입방 I43dtrCJ 8.4543+ 4 10.59

Pu3S4 0.0005 8.41-9.28

Pu202S3 육방정계 C3m 3.927+0.003 6.769+0.01 1 9.95

PuOSe 사방정계 4,151+0.003 8.368+0.005 7.69

PuTe 면섬입방 Fm3m 6.183 + 0.004 4 10.33

12. 기타 화합물 (Other Compound of Plutonium)

지금까지 기술한 화합물 외에도 여러 가지 플루토늄화합물 예를 틀어

Plutonium Alkoxides; Sodium PU(VI) Acetate, Plutonium Salicylates,

Plutonium 8-HydroxYQuinolates, Pu(IV) Cupferrate 퉁이 알려져 있으나，

이들 화합물의 용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이러한 물질들에 관한

상세한 특성은 얄려져 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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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3 절 풀루토늄의 용액확확(5이ution

당lemistry of Plutonium)[1, 2 ,&-9]

1. 용액중의 산화 상태 (Oxidation States in Solution)

용액 중에서의 플루토늄 이온은 3가， 4가， 5가， 6가， 산화물(RlOE ，

Pu~2-) 등이 있다. 용액 중에서 이들은 서로 변환가능한 평형상태에 있

다.

용액중의 Pu(ill)는 반사되는 빛은 청색을 나타내고 통과하는 빛은 청

색에 약간의 녹색을 띤다.4가의 이온은 붉은 산 용액에서는 갈색을 나타

내나 산의 농도가 진해지면 복합적인 색을 나타낸다. 이론의 산화가는

금속플루토늄을 용해하는 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즉 Hel, HEr,

lhP04, HCI04 등은 어헌 농도의 산으로 용해시켜도 청색의 3가 이온을

만들고 HN03-HF로 용해시키면 4가 이온이 주성분얀 녹색을 나타낸다.

7}. Oxidation Potentials

몇 가지 용액 중에서의 플루토늄 이온칸의 전위차에 관한 자료를

그립 2.1에 수록하였다.

4가 이온의 안정성은 용액이 HCI04인 것 보다는 HC!, HN03, H2S04의

순서로 커진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4가의 플루토늄 이온이

황산기와 강한 complex를 형성하기 때문이며 질산이온 염소아온으로 갈

수록 이러한 경향이 풀어들기 때문이다. 또 동일 용액에서도 이온간의 전

위차는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1M HCl용액에서 플루토늄 3가 이온과 4

가 이온의 전위차와 온도에 따른 변화를 표 2.18에 수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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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2.1 용액 중에서의 플루토늄 이온간의 전위차 (25 "C )

In 1M HCIO.. :2, s,e
PuG !:.보 Pu3 +二E쁘옆

In 1M HC1:s-o
PuG !.:..!!! Pus. 二~으쁘쁘

Pu"· 그늬102

-1.0228

pu‘. -느객으흐

-l.OZsa

Puo;객파봐

-l.OU3

PU않 객파프즈

-L05OlI

In 1M HNo,:1I
PUS• .::2파1. Pu" 다닙요 Pu(장·

I -1M

In 1M H2 SO‘ .11
pu’. ...!파!Pu"+ ~‘-1.2 -1 to ‘)Pu(강‘

In neutral solution (pH =깨 .1

PuS. 씹J PU{O~).· yH20(8)그파 Pu야 객~ Pu~(OH)2(액·’
I .0." I

In 1M OR-:'
Pu(OH)s·쩌20밑쁘 Pu(O때 .. ·yH2아맡쁘 PU아(OR) (aq.)객팩 Pll@( OH)s -(aq.l

I --0... |

표 2.18 1M Hel용액에서 플루토늄 3가 아온과 4가 이온의 전위차와 온

도에 따른 변화

pu(III)-pu(IV) Pu(Ill)-Pu(IV)

온도， t EU, V 옹도， °C EU
• V

6.31 -0.94815 6.43 -1.0301

25.00 -0.97019 25.00 -1.0238

35.24 -0.98208 35.24 -1.0202

45.10 -0.99356 45.16 -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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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토늄 이온간의 전극반용에서의 열역학적 특성치 변화를 표 1 .19에

수록하였다.

표 1.19 전극반용에셔 플루토늄 이온간의 열역학적 특성치 변화(25°C)

전극반웅
6F, 6H, 65,

kcaVmole kcaVmole caVmole· 'C

In 1M HCl04

Pu° + 3H+ • Pu3+ + 표 H2 -139.9 -6
2

뻐3+ + H+ • 뻐4+ + 융 H2 22.64 -141.8 -30.2

PuU + 4H+ • Pu4+ + 2Hz -117.2 13.63 -37

뻐3++ 2H20 • 뻐022++ H+ + 흉많 70.8 -128.3 24

뻐Oz+ + H+ • Puol+ + 융뀔 21.13 78 5.9

In 1M HCl

Pu° + 3H+ • Pu3+ + 효 Hz --142.7 -141.9 -
2

Pu3+ + H+ • 뻐4+ + 융뀔 22.37 14.32 -27

PuU + 4H+ • Pu4+ + 2Hz -120.6 -129.0 -

뻐하+ 2H20 • 뻐022++ H+ + 흉 Hz 70.8 78.4 25.4

Pu02+ + H+ • Puol+ + 융뀔 21.04 23 6

2. 플루토늄의 용패추출 (Solvent Extraction of Plutonium.)

용매추출은 오늘날 플루토늄 분리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술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플루토늄 생산은 용매추출공정에 의하여 우라늄과 핵분

열생성물로부터 분리되는 공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때문에 용매추출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이에 관한 자료도 원자력선전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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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많이 축적되어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핵확산에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중요한 부류의 추출체들은 유기인 화합불， 케톤 에테르， 유기질소

화합물 풍 이다.

가. Extraction by Organophosphorous Compounds.

Phosphoryl(P=Q)기를 갖고 있는 모든 유기인 화합물(alkyl

phosphate, phosphonate, phosphinate, phosphine oxide 둥)은 효파적 인

플루토늄 추출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σi-n-butylphosphate가

추출 효윷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공장규모의 추출

에 사용되는 유일한 추출제가 되었다.

1) Tri-n-butylphosphate(TBP) Extraction: TBP가 최초로 금속질

산염을 추출하는데 사용된 것은 W없에 의하여 Ce(IV) 띠σate를 추출하

는데 사용하였으며， 그 후에 질산염 형 태의 토륨파 우라늄 추출에 사용되

었다. TBP는 용매추출에 현려한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TBP는

넓은 온도범위( -78- 289 'c )에 걸쳐 액체이며 물에는 극히 조금만 용해될

뿐이며，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진한 칠산과도 반웅하지 않고， 극히 가혹한

조건에서만 水化가 얼어난다. 또한 불필요한 불순물이나 mono-, di

butylphosphate는 알칼리에 세청에 의하여 손쉽게 제거할 수 았다. 가장

큰 단점은 밀도가 물과 비슷하고， 점도가 크다는(3.41 cp, 25·C에서) 점이

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불활성 용제를 사용， 희석하여 극복될 수 있다.

희석제로 사용되는 용제는 바 극성이고， 질산， 아질산 동과 반용하지

않으며， 점화온도가 높고， 증기압이 낮아야 하며， 방사선에 대한 안정성이

커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갖춘 물질로서 n-dodecane이 좋으나 다량 사

용에는 가격문제로 인하여 탄소 수 12-14 법위의 kerosene이 널리 사용

되고 있다. TBP의 농도는 일반적으로 20-35%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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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traction by Ketones and Ethers.

케톤과 에테르를 사용한 플루토늄 추출은 수많은 방법이 발견되었

으나 유기인산만큼 널리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 케톤과 에테르를 이용한

추출법은 현재도 생산과 분석에 이용여라는 두 가지 용도로 연구가 진행

되고 었다.

1) Ketone Extraction : 두 가지 종류의 케톤 즉， RR’CO와 1,3

di-ketone (RCOH20R’)이 플루토늄 추출에 사용되고 있다. 이 두 종류의

케톤은 추출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중성의 착체를 형성하는

단순용해방식이고 후자는 킬레이트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그라고 전자는

상온에서 액체로 희석제 없야 순수상태로 사용하며 후자는 고체로서 탄

화수소나 킬레이트화 된 탄화수소를 용제로 사용한다.

2) Extraction by Ethers : 에 태르를 야용한 용매추출은 di-ethyl

ether를 이용한 우라늄추출이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여러 종류의 애테르

를 이용한 플루토늄 추출법이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다· Extraction by Organo-nitrogen Compounds.

유기질소화합물들 중 아민과 아미드가 플루토늄의 용매추출제로 연

구되었다. 이들 중 3차 알킬아민(terti따y-외kylamine)이 공장규모의 추출

공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

4차아민이 플루토늄은 추출하는 능력이 더 높으나 역추출 과정에 문제

가 있어서 주로 3차 아민이 연구되었다.

라· Miscellaneous Extractions.

위에서 열거한 추출제 이외에도 유기황화합물， 살리칠산염

(Salycylate), Cupferron, Neo-cupferron, Tri-fluoroacetic Acid-lliP04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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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출제로 사용될수 었으나 이들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다.

3. 플루토늄의 용융염 화학 (Molten Salt Chemistry of Plutonium.)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용융염에 관한 연구가 진전을 보염에 따라 열화

학(PyrochemicaD적 방법에 의한 플루토늄 분리가 관심을 끌게 되어

LiCI-KCI, LiCI-CsCI, LiN03-KN03, PUF3-LiF, PuFTNaF 둥의 공융혼합

불을 이용하여 전기분해방식으로 플루토늄을 핵분열생성물과 분려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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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 잡 화학처리 공정

쩌I 1 절 사용후핵연료에서 훌훌루토늄

분~I [6-10]

1. 용매추출법 (Solvent Extraction Processes).

플루토늄 분리률 위한 용매추출법은 다음파 같은 3가지 방식이

이루고 있다.

옆며
주’

가. πIe Purex Process.

이 방법은 1949년 Warf에 의하여 체안되었고， 1950년에서 1952년에

걸쳐 ORNL에서 GEC(General Electric Commpany)산하의 Knolls

Atomic Power Laboratory에 의하여 pilot-plant단계의 개발이 수행되었

다. 이 방법을 E. 1. duPont de Nemours and Company가 u.S. AEC의

Savannah River에 짓는 플루토늄 생산공장의 건설에 채택하여 1954년

11월부터 운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서 1956년에는 Hanfordoll 있는

GEC의 Butex Process로 지어진 공장을 성공적으로 Purex Process교체

하였다. 또한 West Vally에 있는 재처리공장(1 ton/day)에도 채용되었

다.

Purex법은 Kerosene형의 포화탄화수소(가장 좋은 것은 dodekane

[C12H26J 이나 비용문제로 상용규모의 공장에서는 순도 높은 dodekane를

사용하지는 않고 ‘SoItrol’이라 불리는 순도 높은 kerosene과 합성 탄화수

소의 혼합물이 사용된다，)로 희석한 TBP[tri buthyI phosphate]를 추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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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고， 역추출제로 HN03를-사용한다. TBP의 농도는 고농도를 사

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30%를 사용한다. 플루토늄은 4가 이

온의 상태에서 추출이 가장 잘 일어나므로 추출공정에 들어가가 전에 아

질산이온(NaN02 또는 N~가스)을 가하여 모든 pu어온을 4가로 변환 시

킨다.

Puol+ + N02- + 2H+ • Pu4+ + N03 ‘ + Hi)

이러한 반웅은 50'C에서 수분 내에 선속하고 거의 완벽하게 진행된다.

분열생성물과 함께 수용액상에 용해되어 있눈 플루토늄과 우라늄은 추출

이 진행됨에 따라 유기상에 의하여 추출되어 수용액상에 용해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파 분리되어 수용액상을 떠난다. TBP로부터 플루토늄의 역

추출(stripping)은 수용액상의 ferrous sulfamate에 의하여 플루토늄이온

을 3가로 환원함에 따라 이루어 진다.

Pu4+ + Fe2+ + NH2S03- 설 Pu3+ + F3+ + NH2S03-

여기서 ferrous sulfamate는 환원제로 사용되며 이 반웅을 완전이 진행시

키기 위하여 실제 필요량의 몇 배에 해당하는 양이 사용된다.

Purex Process는 Butex Process에 비하여 4가지 장점이 었다. (1) 염

석제로 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증발처리에 의하여 폐기물의 부피를 줄

일 수 있어서 폐기물 발생량이 훨씬 작다. (2) 용제와 TBP가 Hexane에

비하여 휘발성이 적고 인화성이 낮다. (3) TBP는 칠산과의 반웅에 대하

여 보다 안정되어 있다. (4) 운전경벼가 낮다.

Purex Process는 처려용량이 비교적 작은 경우에는 Mixer Settler를

사용하고 처리용량이 큰 경우에는 맥동탑(Pulse Column)을 사용한다.

그렴 3.1a에서 그렴 3.1c에 맥동탑을 사용한 전형적인 Purex Process의

Flowsheet의 한 예를 나타내었다. 이뜰 그립에 냐타난 주요 유량의 단

위는 747 g떠Iton of ur없디urn을 100으로 겨준한 것 이 며 , 이를 MKS단위

환산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우라늄 1톤을 기준하면 용해 후 1차 제염에서 공급되는 급액 (Fee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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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 약 2,830 t (747 g메이I1TU)이고 1차 제염공정에 가하여지는 액의 총

량은 약 17,000 ~ 이고 。l 중 유기용채가 10,160 ~ 이며 제염결과 발생하

는 폐기물의 양은 약 4,220 ~ 야다. 다음공정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했을 경우 플루토늄 측의 용액의 양은 약 약 597 ~ 아며 여기에 다

음단계 제염을 위하여 성분조절을 거친 후의 용적은 약 727 £ 이다. 여

기서 다시 한번 잔류.우라늄을 제거하고 플루토늄 산화가를 조절한 후의

용적은 약 772 £ 이고， 다시 한번 추출과 역추출의 제염공정을 거치면 용

적은 약 73 €야고 사용되는 용래의 양은 약 212 £, 여기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약 851 t 이다. 여기서 다시 resin column을 이용한 정제

를 거치면 부피가 약 16.5 £까지 감소하고 다시 증발농축하여 약 2.26

e 까지 줄인다.

나. The Redox Process.

최초로 개발된 용애추출법으로 우라늄원팡에서 우라늄을 회수하는

방식으로부터 발전된 것이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동시에 높은 수율로

회수할 수 있고 제염효율도 높다.

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되었으며 , 1948년에서 1949년

까지 ORNL에서 pilot plant가 운영되었고， 1951년에 General Electric

Company에 의하여 Hanford에 공장이 설치되었다.

이 방식은 Hexane과 MIBK(Methyl-iso-buthly-Ketone)를 용매로 사용

하며 수용액상에 충분히 높은 농도의 칠산염이 존재할 때， Uranyl 띠trate

와 Plutonyl nitrate를 핵분열생성물 nitrate로부터 선돼적으로 추출한다.

역추출을 위한 염석제로는 절산알루미늄[AHN03)뇌이 사용된다. 때로는

염석제로서 칠산알루마늄 대선 질산암모늄이 사용되기도 한다. 아 공정

에서는 플루토늄이 6價 狀態、로 추출되므로 플루토눔의 산화상태룡 높이

기위하여 중크롬산나트륨[Na2Cr207]을 가하여 플루토늄의 산화가를 최대

로 유지한다. 이 공정은 Purex공정에 비하여 추출용매의 소모량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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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매의 재생공정이 복잡하며， 질산알루미늄을 가하기 때문에 폐기물발생

량이 많다.

그립 3.2a에서 3.2f에 맥동탑을 이용한 Redox Process의 Flow- Sheet

를 나타내었다. 이툴 그림에 나타난 주요 유량의 단위는 475 g와Iton of

uranium을 100으로 기준한 것이며， 이블 MKS단위 환산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조사된 우라늄 1톤을 기준하면 용해 후 l차 제염에서 공급되는 급액

(Feed)의 양은 약 1,800 ~ (475 g려찌1TU)이고 171- 제염공정에 가하여지

는 액의 총량은 약 11,233 ~ 이고 이종 유기용제가 7,342 2이며 제염결

과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약 3,407 ~ 이다. 역추출 후의 우라늄과 플

루토늄 혼합용액의 양은 약 3,840 ~ 이며 2차 제염 이후의 공정에서 나

오는 폐액과 합친 후의 용액의 양은 약6，282 ~ 이고， 이를 중발농축시킨

후의 용액은 2,853 ~ 이며， 증발액은 5,214 ~ 이다. 2차 제염공정에서 발

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약 2,726 £이고 이들 폐기물에는 금속염이 포함되

어 있다. 전체적인 공정의 수가 Purex법에 비하여 훨씬 많고 복잡하여

기계장치가 차지하는 공간도 훨씬 크다.

다. The Butex Process.

Redox Process9l- Trigly Process악 단점 인 고준위 폐기불에 다량의

질산염을 추가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된 공정으로 영국의 학자

그룹에 의하여 1940년대 후반기에 Chalk River Laboratory에서 개발된

방삭이다. 용제로는 dibuthyl carbitol을 사용한다. Chalk River

Laboratory에서 Pilot Plant를 성공적으로 운전하였고， U.K. Atomic

Energy Authority에 의하여 영국 Windscale에 저연소된 천연우라늄으로

부터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핵분열생성물과 분리하기 위한 Plant가 건설

운영되었다. 나중에 Purex법으로 대체되고， 1970년대 까지 전처리공정

에 사용되었으나 질산과 용매의 반응으로 인한 폭발사고의 발생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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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이 중지되었다.

그림 3.3a에서 그림 3.3d에 맥동탑을 사용한 전형적인 Butex Process의

Flowsheet의 한 예를 나타내었다. 이들 그렴애 나타난 주요 유량은 우라

늄 1 ton을 기준한 것이며， 이를 MKS단위 환산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우라늄 1톤을 기준하면 용해 후 1차 제염에서 공급되는 급액 (Feed)의

e이며 제염결과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양은 약 3,000 e이고 1차 제염공정에 가하여지는 액의

e이고 이중 유기용제가 11 ,500

총량은 약 17,000

약용적은거친 후의위한 성분조절을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용액 (Butex Phase)

~ , 환원제 [Fe(NH2S03)z] 100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했을 경우-플루토 -

여기에서이다.g

가하여

중화룰 위한 암모니아 170 Kg와물 200

다음단계 제염을

9 이다.다음공정에서

에

'~，300

약 5，밍O

Kg를

늄측의 용액의 양은 약 약 3,000 e이며 여기에 다음단계 제염을 위하여

산화가 조절을 거친 후의 용적은 약 4,200 g 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제

염을하고 플루토늄 증발농축을 한 후악 용적은 약 330 g 야다. 이것을

e이상의 폐기물이 생성된다.

다시 처리하여 플루토늄 농도를 250 g/ Q

체염하는 과정에서 다샤 8,800

까지 높인다. 우라늄 용액을

라. Amine Extraction Process

방사선에 관한 저항이 TBP보다 강한 tri-lauryl-arnine(TLA)통과

같은 3차 아민류를 이용한 추출법 이다. 이 방법은 pu에 대한 선별추출

도가 높으나 U의 추출성은 낮다. 이러한 특성은 아민추출이 1차 추출은

TBP에 의한 추출을 행하고 다음단계 PU추출공정에 이용될 수 있슴을 나

타낸다. 실채로 이러한 공정이 :iIi'!•{_n_ Marcoule 재처리공장에서

plutonium 생산에 이용되었다. 여기서는 1.3-2.5 M HN03에 함유된

Pu
IV
를 brenched dodecane에 20% TLA를 함유한 추출용액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2-3 vol%의 octanol-2를 함유한 dodecane에 10 vol%의 T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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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유한 추출용액을 사용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역추출에는 황산과

칠산의 혼합불이/사용되었다. 이 방법은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비교적

프L펄의화척z추출에 30초 역추출에 3분 정도가 필요하다.

전형적인 TLA추출공정에서 최종제품은 12g/ .e의 pu이고 pu 회수율은

99.9% 이다. 이 공정의 제염계수를 높어가 위하여 여러가지 개선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Eurochemic Process에서는 Pu
IV
를 유기상에서 oxalate등을 이용해 침

전시키고 H2S04-HN03로 역추출하는 공정을 by-pass하여 U에 대한 채

염계수 1500 이상， Zr + Nb에 대하여 10,000 이상I Ru에 대하여 200 이

상의 제염계수를 얻었다.

또 다른 방법으로 1.25-2.5 M의 HN03중의 PuIV
를 diethyl-benzene에

7-20%를 함유시킨 TLA로 추출하여 3‘4M의 acetic acid로 역추출하여

증류에 의하여 acetic acid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

스웨덴에서 개발한 Process는 지르칼로이 피복관 연료를 위한 것으로，

일차로 t-butyI-benzene중에 10 vol% 용해시킨 TLA로 Pu를 추출하고

다음에 우라늄은 TBP를 이용한 추출로 체염한다.Pu를 함유한 amine

phase는 4 M과 0.5 M HN03로 세척한 후 Pu stripping은 40°C에서

Silica-gel column에서 (N&)zS04로 실시한다. 이 공청의 제염계수논 우

라늄에 대하여 1.75 X 107, P와 Y activity에 대하여 8 X 107
이 기 대된다.

이 밖에도 다른 long-chain amine을 이용한 재처리 방법이 논의 되고

있으나 대규모로 사용되고 었지는 않다.

마. Other Solvent Extraction Process.

1) 트리골려 법 (Trigly Process) : 이 공정은 Redox공정이 개발되던

것과 비슷한 시기에 카나다의 Chalk River Laboratory에서 개발된 방식

으로 NRX reactor에서 조사된 천연우라늄으로부터 플루토늄을 회수하기

위하여 개발되 었다. 이 방법은 tri-glycol-eli-chloride [CICzlLOC2I-LtO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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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을 .추출재로 질산과 질산암모니움[Ammonium nitrate: NlLN03]을

염석제로 사용한다. 6가의 플루토늄이 우라늄보다 이 추출제에 분배계수

가 높다는 것을 이용한 방법으로 용적으로 수용액의 1/4의 추출제를 사

용하여 7번의 회분식 추출을 행하면 97%의 플루토늄， 5%의 우라늄과 단

지 0.01%의 핵분열생성물을 함유한 추출뿔을 얻을 수 있다. 좀더 제염

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Redox공정에서와 같이 Hexane을 이용한 추출을

추가로 절시한다-

2) 킬레 이트법 <Chelation Process) : 1.3-diketone를 사용하여 chelate

화하여 추출하는 방법이다.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나 평형에 도달하는 시

간이 너무 걸어 화학분석에는 사용되나 공업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3) Haiex Process: Haiex(Ha1ogenide Extraction) Process는 carbon

tetrachloride를 TBP의 희석제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 결과 유기상의

비중이 수용액상의 비중보다 높아지고 두 상간의 비중차도 더 커져서 장

치의 용량어 증가한다. 이 방법은 Mixer Settler를 사용하여 1일 우라늄

처리량이 12 Kg정도의 pilot-plant 규모의 장치가 운전된 적이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carbon tetra-chloride가 인화성이 없고 점도가 낮다는 점

이다. 단점은 carbon tetra-chloride7} 독성이 었고 내방사션성에 문제가

있으며， 방사분해의 결과로 생성된 염소에 의하여 스텐레스스틸이 부식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4) Thorex Process : 조사된 Thorium으로부터 우라늄-잃3을 추출하

는 공정으로 Purex Process~ 유사하다. 현재는 경제성과 추출된 우라

늄-233의 방사션 방출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문제 때문에 인도를 제

외하고는 연구를 중단한 상태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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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의 수용액 처리 법 (Other Aqueous Processes) :

가) Reflex Process : Haiex Process룰 pu scrap회수에 이용하는

공정이다.

나) Recuplex Process : Reflex Process를 이용하여 U와 pu룰 동

시에 회수하는 방법이다.

다) Pubex Process : 초 플루토늄원소를 만들기 위하여 pu률 조사

된 pu taget로부터 pu와 berkelium을 동시에 회수하는 특수공정이다.

2. 이온교환 공정 (Ion Exchange Process.)

용매추출에 의하여 분려된 플루토늄을 함유한 용액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온교환법어 사용된다. 양이론교환법과 음이온교환법이

있으며 각자의 특성이 있다. 양이온교환법은 농도가 낮은 다량의 용액을

농축하고 높은 제염효파를 펼요로 하지 않은 경우에 적합하며， 음이온교

환법은 농축된 액으로부터 높은 제염효과를 앨고자 할 때 적합하다.

가. Cation Exchange.

양이온 교환볍에 의하여 플루토늄 이온이 농축된 액을 처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4가 상태 보다는 3가 상태의 이온이 유리하

다.

- 이온교환수지의 교환용량은 4가보다 3가가 크다.

- 3가 이온이 이온교환수지로부터 질산에 의한 탈착이 용이하기 때문

에 최종 생성물의 농도를 높일 수 있다.

- 황산에 의한 우라늄 제거 시 4가 이온은 복염 생성에 의하여 함께

제거되는 율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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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과정에서 역추출된 액은 3가로 환원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의 조

절이 불필요하다.

- 만일 최종 생성물로부터 금속을 얻기 위하여 3불화물 침전법을 사용

한다면 침전 이전에 이온가를 최저로 할 펼요가 있다.

양이온 교환법에 의한 농축공정 흐름의 한 예를 그림 3.4에 나타내었

다.

Purex 공정의 역추출액은 붉은 칠산용액 중에 0.2 - 1.2g1 R, 의 플루토

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플루토늄은 양이온교환수자 (H형)에 홉착된다.

다음 단계로 함께 존재하던 우라늄과 대부분의 Zr. Nb 등은 황산세척에

의하여 제거되고， 그 다음에 중간농도의 질산에 의하여 탈착된다. 이 탈

착된 액의 플루토늄 농도는 50-60 gl t 정도 이다. 이때 약 20%의 플루

토늄은 여전히 이온교환탑에 잔류하게 되므로 이중 약 반 정도는 환원제

와 함께 질산을 통과시키면 체거된다. 이 때 흘려내련 액은 채순환 시킨

다.

나. Anion Exchange.

야 방볍은 플루토늄의 4가 이온이 우라늄 4가 이온이나 핵분열생성

물플 보다 음이온과 착이온을 형성하기 쉽다는 성질을 이용한 분리법이

다. 아 방볍은 그 자체로서 재처리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플

루토늄과 우라늄의 분리효과가 뛰어난 방법이다.

3. 침 전법 (Precitation Processes.)

역사적으로 침전법은 플루토늄 회수에 최초로 사용된 방법이다. 플루

토늄의 농도가 불용성 염의 용해도적 보다 훨씬 낮은 경우에도 공침에

의하여 용액으로부터 플루토늄을 분리할 수 있다. 또한 照射원 연료의

냉각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효과적인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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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처리속도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 방법이 우선적으로 채택된다. 맨

하탄계획 수립시에도 용매추출법이나 흡착법 등도 연구되어 있었으나 바

로 이 방법야 시간야 가장 짧게 소요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이 방볍은 단순하기 때문에 원격조작기술이 적게 필요

하다.

얼반적으로 플루토늄은 주 침전물의 음이온 형태가 침전을 일으키는

플루토늄염의 음이온과 형태가 같고 특별한 산화상태에 있을 때 공침을

일으킨다‘ 악티나드 원소의 침전을 일으키는 산화상태에 관한 자료를 표

3.1에 수록하였다. 야 표에서 보면 낮은 산화상태에서 hydroxide,

fluoride , oxalate, 및 phosphate에 의하여 침전이 잘 일어냐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침법은 흔적량의 플루토늄을 분려하는 데에 대규모로 이용되어

왔다.

가. Bismuth Phosphate Process.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재처리 방법으로 공침볍 중 가장 철저히

연구된 방법이 다. Manhattan Project의 일환으로 1942년 51. Louis에 있

는 Washington University에서 cyclotron에서 죠사완 천연우라늄을 사용

하여 Chicago Metallurgical Laboratory에서 5eaborg등이 이 방법을 사용

하여 최초로 멸리그램 단위의 Pu(플루토늄)올 생산하였다. 이 방법을 발

전시켜 1944년 ORNL에서 X-10 이라는 pilot plant를 운전하였으며 1945

년 초에 Hanford에서 대규모로 조사후연료로부터 pu를 회수하였다.

이 공정의 특징은 플루토늄만을 션별회수하는 공정으로 우라늄은 핵분

열 생성물과 함께 폐기물로 취급된다. 단 Purex공정에서도 제염효과를

높이기 워하여 전처리공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방법은 Bi(N(h)4와 LaF3를 공침체로 사용한다. 사용후핵연료를 질

산에 용해하면 플루토늄은 우라늄， F.P(핵분열생성룰)와 공존하는 상태에

서 그 산화상태에 따라 PuIII, PuIV, puVI로 존재하는데 여기에 NaNOz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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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Precipitation Reactions Characteristic of Various Oxidation

States ( 1 M H+)a

Anion M;j+ M4+ M02 M02ι+

OH- I

F- Ib S

103- I I S S

022- I

CZ042
- I I I

Mol- ‘(、I)C f F S

ClhCOO- S S S F

P043- Ig

Fe(CN)엄- S I

1 : Insoluble
S : Soluble
a : Unless otherwise s않뼈 (of course OH, 없d C032- precipitations

。ccur in alkaline solution)
b : At pH = 6, RbPuOzFz and NfuPuzFz may be precipitated by

addition of RbF or NlLF, respectively
c : Complex carbonated are formed
d : Solid KPuOzC03 precipitates on addition of K2C03 to Pu(V)

solution
e : From solution of Pu(VI) in ClhCOOH, NaPuOz(CfuCOOh

precipitation on addition of Na
f : Addition of (NI-14)zHP04 to Pu(V) solution yields (NlL)HPuOzP04

with PU(V)
g : On addition of fuP04. HPuO강IP04 . XH20 precipitates

을 가하여 PulV로 만들고 Sodium Sulfate(Na2S04)를 가하여 우라늄이온

을 S여ium Phosphate(NaJP04)에 의하여 침전되지 않는 complex로 만든

후 Bismuth Nitrite[Bi(NOJ)4]와 Sodium Phosphate(Na:;P04)를 가하면

Bismuth Posphate(BiP04)가 침전하고 이와 함께 Plutonium 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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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꾀V(P04)4]가 공침을 일으킨다. 이러한 과정을 침전법에서는 추출

(Extraction)이라 하며 아 침전 중에는 분열생성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BiP04와 Pul
V
(P04)4의 침전물은 원섬분리에 의하여 용액과 분려한 후

제염을 위하여 질산과 산화제인 BiP03(4가의 플루토늄을 산화제를 사용

하여 6가로 산화시킨다.) 등을 사용하여 다시 용해한 후 BiP04는-다시 침

전시켜 제거하띤 6가의 플루토늄은 용액 중에 남아 있게 된다. 이 용액

을 다시 NaN03으로 환원하여 플루토늄을 4가로 환원하여 침전시키는 통

일한 과정을 반복한다(각각의 사이클에서 4가의 플루토늄을 6가로 산화

시키기 위하여 NaBi03나 다른 강한 산화제가 사용된다.). Bismuth

Nitrite를 이용한 3차례의 沈搬 이후 제염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Lanthanum Fluoride(LaF3)를 共沈簡로 사용한다. 플루토늄 결정화를 위

한 캐리 어로서는 phosphate외 에 oxalate, fluoride, hydroide, perc화de 둥

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플루토늄 회수율은 97-98%

핵분열생성물 제염계수는 107정도를 얻을 수 있다. 각 과정에서의 제염

계수는 표 3.2와 같다.

표 3.2 BiP04 Process 의 제 염 계수

Operation Decontamination Factor

Extraction 7.5

First Decontamination Cycle 150

Second Decontamination Cycle 90

Concentration 100

Total Decontamination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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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의 단점은 연속공정이 아니며， 우라늄 회수가 불가능하고， 다량

의 화학약품이 필요하고， 폐기물 발생량이 많다는 점이다. 이 방법의 공

정개요를 간단히 나타내면 그렴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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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BiP04 Process의 공정 개요

나. 란타늄법 (Lanthanum Cycle)

이 고전적인 방법은 플루토늄과 핵분열생성물을 함유한 uranyl

nitrate용액에서 두 가지 산화상태의 넬트늄과 플루토늄을 분려하는 방법

으로 최초로 확립되었다. 조사된 핵연료를 용해한 용액에서 우라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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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hyl ether로 추출하여 제거하면 Pu(IV)와 핵분열생성물은 추출되지

않으므로 수용액상에 남게 된다. 여기에 Lanthanum이온(0.1-0.5 mg!l)

과 fluoride이 온(1-3 mole)을 가하면 Lanthanum fluoride가 플루토늄과

함께 얼마간의 핵분열생성물을 함유한 채로 침전한다. 침전붙인 LaF3는

필터냐 원심분리기률 이용하여 상징액과 분리한 후 (1) 발연황산1 (2) 1

M HN03에 HiB04나 Al(N03)3를 포화시칸 용액 I (3) 진한 KOH용액을 가

하여 La(OH)3로 바꾼 후 질산으로 용해하는 방법 등으로 용해할 수 있

다. 용해하여 얻어진 황산염이나 질산염 형태의 Pul-} 핵분열생성물을

함유한 용액(원래의 용액보다 부파가 크게 감소되어 있음으로 처리하기

가 용이하다.)에 강한 산화제를 가하여 플루토늄이온을 6가로 산화시칸

다. 즉 Bromite(O.15 M)이나 Argentic ion(Ag"+ S20l-)를 가하여 95 °c

에서 산화시키면 pu는 fluoride에 용해되는 6가 상태가 된다. 여기에 다

시 fluoride를 가하면 다시 LaF3가 침전한다. 이 LaF3는 용해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을 거의 대부분 공침 시킨다. 용액 중에는 소량의 분열생성

물이 섞얀 pu가 Puol"상태로 용해되어 었다. 이 과정여 1단계 산화-환

원 cycle이다. pu는 S02로 다시 환원시키면 fluoride와 La3" 이용에 의하

여 다시 LaF3와 공침될 수 있다. 이러한 침전 cycle을 핵분열생성물이

충분히 제거될 때 까지 반복할 수 있다. 각 cycle 이 성공적으로 수행되

면 침천체와 용액의 양을 매번 크게 줄알 수 있다. °1 방법은 효과적인

분리방법이기는 하나 강한 산화제에 견디는 채질， 대량의 란타늄을 필요

로 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어서 대규모로 사용하가는 어렵다. 실험실적

규모로는 유용한 방볍이다.

다. 황산복염 침전볍 (Double Sulfate Precipitation)

복염인 K.3La(S04h와 KsLa(S04)4룡 공침제로 사용하는 방법 이다.

Pu3"와 Pu4"는 이들 복염에 의하여 침전된다Pu6+는 침전되지 않는다.

매 싸야클 10-15배의 부피감소 효과가 있다. 환원제로 SOz를 산화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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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Cr싹7나 Ag++ S떼82-를 사용한다. 이 외 에도 Oxalate, Peroxide,

Fluoride둥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들 방법은 l차 처리와 같은 가혹한 조

건하에서는 충분한 채염효과를 얻을 수 없다.

4. 비 수용액처리 공정 (Nonaqueous Processes.)

비 수용액 처리에 의한 재처리는 건식재처리법(Dry Process)이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불과 용매의 방사선에 의한 분해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조사 후 빠른 시일 내에 재처리를 행할 수 있다.

(2) 질산에 의한 용해와 질산염을 다시 금속으로 환원시키는 과정이 필요

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처리 단계가 단순하다. (3) 처리에 사용하는 기기

를 단순화 할 수 었기 때문에 차폐가 펼요한 공간이 적게 필요하다. (4)

공정 중에 감속재(moderate)가 없기 때문에 엄계질량이 커서 채처리 조

작단위률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

재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1) 불화물을 사용한 휘발공정을 제외하

고는 분리와 제염이 완전하지 못하며 따라서 다음에 이어지는 조작들을

원격으로 하여야 한다. (2) 조작이 고온에서 이루어지며 부식성 또는 반

웅성이 강한 물질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공정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고가

이고 보수유지가 어렵다t

이랴한 비 수용액 재처리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었다.

가. Volatility Processes.

1) Fluoride Volatility Processes : 불화물 중발법은 사용후핵연료를

불소화물로 만들어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6불화물이 높은 휘발성을 가지

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분열생성물과 분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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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6의 숭화점은 대기압 하에서 56.4 t이고 삼중점은 22 psig, 64 °C 이

고 대부분의 핵분열생성물의 불화물은 비휘발성 여다. 이러한 성질을 이

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불화물로 변화시키고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불화

물을 종류법이나 홉착법을 야용하여 핵분열생성물의 불화불과 분려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lOB 이상의 제염쳐l수와 99% 이상의 우라늄회수율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인 공정은 Pu02-UOz 형태의 연료를 산화하여 더 반웅성이 큰

U30S 형태로 변화시키고 산화알루미늄(Al undum) 유동층의 불소-산소-절

소 혼합분위기에서 2단계 반응에 의하여 불화물로 만든다. Alundum을

유동층으로 사용하는 야유는 고체상에 플루토늄이 잔류하는 양여 가장

작기 때문여다. 제 1단계에서는 450t 의 불소가 10 vol% 함유된 분위기에

서 산화물을 불화물로 변환시켠다. U30S은 Pu02 보다 불화물이 되거 쉬

워서 이 란계에서 거의 대부분 6불화물여 되어 휘발한다. 남아있는 우라

늄과 플루토늄은 다음단계로 옮겨져 여기에서 450°C 에 불소가 75 vol%

함유된 분위기에서 불화물로 변환시킨다. 여기서 플루토늄의 99% 또는

그 이상이 제거된다. 이 공정의 불소농도와 가열온도 둥을 변화시킨 공정

들도 개발되고 있다. UF6와 PUF6의 혼합물은 중류법이나 홉착법외에도

같은 방볍들에 의하여 분려할 수 었다.

- UF6와 PuF6의 화학적 반응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PuF6를 고체인

PuF4로 변화시켜 분려하는 방법.

- UFs와 PuF6의 열적안정성의 차이를 이용하여(PuF6가 더 안정하다.)

분리하는 방법.

2) Metal Volatilization : 핵분열생성물 중에는 플루토늄은 우라늄보

다 휘발성이 큰 것이 많다.(Cs: 705 t:, Sr: 1380 t , Ba= 1500 OC , Rare

E따ths: 3200 OC , Pu: 3235 °C , U: 3813 "C). 이 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분

리가 가능하다. 실험실적으로 1700- t:에서 진공증폼에 의하여 9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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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희토류원소의 증발영역이 플루토늄이

증발하는 영역과 겹치기 때문에 이들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정

이 펼요하다. 또한 이러한 고옹공정은 재료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

하여 조작이 곤란하므로， 좀더 저온에서 다른 공정(분별 결정화법 둥)을

위한 전처리공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Other Processes.

1) Melting Refining : 고속층식로 사용후핵연료를 치리하기 위해서

연구된 방법의 하나로 고온에서 휘발과 산화에 의한 slagging에 의하여

핵분열생성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지르코니아 도가니

를 사용하여 불활성분위기에서 용융시켜 1400°C 로 1-3서간 가열하여 용

융된 금속을 광재와 분리시키면， 핵분열생성물의 25% 정도에 해당하는

중기압이 높은 물질(Rr， Xe, Cs, Cd, I 풍)이 휘발에 의하여 체거되고， 핵

분열생성물의 약 40%에 해당하는 그 산화물의 형태가 PUY- U의 산화물

보다 안정된 형태인 알카라토류와 희토류의 산화물여 광재 형태로 제거

된다- 실험에 의하면 고연소된 핵연료의 핵분열생성물중 Cs, Sr, Ba 및 I

의 99% 이 상， 희토류 및 Y의 97-99% 이 상， Te~ 95-99%, Zr의 9-28%

가 제거되었다.

2) Pyrometallurgica1 Process : 금속연료의 재처 리 에 사용하는 고옹

공정 이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에 걸쳐서 금속연료가 발전용 원자

로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공정이 제안되고 pilot-plant가

운전되기도 하였으나， 발전용 원자로에서 금속연료를 사용하지 않게 되자

이 방식의 중요성이 없어졌다. 이 방식에 속하는 공정은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3) 분별 결정화법 (Fractional Cristallization) : 비풍점 이 우라늄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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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금속(Mg: 1103 OCt Zn: 906 "C t Cd: 767°C , 풍)여 우라늄 플루토늄

풍과 합금체를 이루어 결정화 하면서 핵분열생성물과 분리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분라하는 방법으로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분리도 가능하다. 예를

틀어 용융된 마그네슐은 플루토늄의 용해율은 높으나 우라늄의 용해율은

매우 낮다. 따라서 액체마그네습으로 조사된 우라늄을 추출한 후 마그너I

슐을 휘발시키고 재결정화 하면 고속로의 외장(bla마‘et)에 사용한

V-metal의 경우 pu농도를 1%에서 40%로 높일 수 있다.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하였다.

4) 액체금속 추출법 (Liquid Extraction with Metals) : 우라늄의 융점

(1133 "C) 이상의 온도에서 부분적으로 용해되는 액체금속(Mg: 1103 't,

Ag: 960 "C, Ca: 1482 t 동)을 이용하여 우라늄， 플루토늄 및 분열생성

물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볍은 우라늄의 융점에서 마그네슐의 증가

압이 너무 높고， 은의 비둥점 (2212 't)이 너무 높아 우라늄과의 분리가

어렵고， 칼숨의 반웅성이 커서 용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야 별로 없는

동의 야유로 언하여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이러한 금속뜰이 우라늄상에 남아 촌재한다는 점이다.

5) 용융염 추출법 (Liquid Extraction with Fused Salts) : 우라늄의

분배계수를 높이기 위하여 용융금속 대신 용융된 염을 사용하여 추출하

는 방법이다. 사용하는 염은 ZnCb, MgC12, LiCIt NaCl 풍과 함께 Bi가

사용되기도 한다불화물 염을 사용하는 공정도 있다.

6) 용융염 전해법 (Electrolysis through Fused Salts): 용융염의 전극

전해에 의하여 핵분열생성물로부터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방법

이다. Knolls Atomic Power Laboratorγ에 의 하여 연구된 적 이 었다.

(f) 부분산화법(P;하tial Oxida디on): 금속연료를 zrOz로 내부가 펴복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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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에서 1400 t:로 1 내지 3시간 동안 가열하여 우라늄보다 반웅성이

큰 분열생성물들과 5 - 10%의 우라늄을 산회시킨 후 제거하는 방법이다.

우라늄보다 반웅성이 작은 분열생성물 들은 그대로 금속 중에 남아있게

된다.

7) Salt-transport Process: 냉각기간이 짧고 연소도가 높은 액체금속

고속증식로용 연료를 재처리하기 위하여 Argonne에서 연구된 방법으로

피복관을 제거한 U02-Pu02연료를 8OO"C에서 용융된 Cu-Mg-Ca합금과

CaC12-CaF2로 추출하여 플루토늄을 얻어내는 방법이다.

8) Salt-cycle Process: 냉각기칸이 짧고 연소도가 높은 연료를 원자

로 부지 내에서 재처리하기 위하여 Battelle Northwest Laboratory에서

연구된 방법으로 산화물 연료를 용융된 영화물염으로 용해시킨 후 전극

전해 방식으로 U02 또는 U02-PuOz를 회수하는 방법이다.

5. 고준위 액체폐기물의 특성 및 보관방법

습식 재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액체폐기물의 톡성 및 보관에

관한 일반사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고준위 액체폐기물 저장에 관한 일반사항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공정으로 부터 발생되는 고준위방사성폐액을

고화하여 저장 또는 영구처분하거나 일정기간 액상으로 저장한 다음 고

화하여 저장 또는 처분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는 폐액저장조의 용량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에， 방사선량과 붕괴열이 높아 취급， 수송，

저장， 또는 처분상 여러가지 난점이 있다. 따라서 고준위방사선폐액을

고화처리하기 전 일정기칸(3 - 30년) 동안 저장조에 저장하여 방사선량

및 붕괴열을 감소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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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준위방사성폐액의 특성

고준위방사성폐액은 재처리공정으로 부터 2 一 3M 질산용액 상

태로 발생한다. 과거에는 저장조의 부삭억제를 위하여 이 산성용액을

NaOH 로 중화하여 약알칼리 용액상태로서 탄소강용기에 저장하였다. 그

러나 현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에 대체로 산성용액 상태로 저장하

고 았다.

가) 다량의 NaOH 첨가로 언하여 최종 고화체의 용적이 증가한다.

나) 중화시 다량의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이 슬러지는 높은 붕괴열

을 발생하기 때문에 저장 및 처리가 곤란하다.

다) 폐액의 고화처리에 적합한 고화매체 선택의 범위가 알칼리용

액의 경우보다 산성용액의 경우가 넓다.

라) 현재 연구.개발되고 있는 고화처리 공정들은 주로 산성용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고준위방사성폐액 저장조의 설계기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저장탱크의 설계기준을 요

약하면 다움과 같다.

가) 상용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 1 MTU의 재처리 (Pilot 규모 시설

기준)시 발생되는 고준위 방사성폐액의 양은 5 - 10 m$ 정도

이나 질산회수를 위한 증발농축 과정을 거치면 0.5 -- 1.0 [0$

로 감소하므로 1 ml를 기준으로 한다.

나) 최소한 5 년간 발생하는 폐액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어야 한

다‘

다) 저장폐액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았어야 한다.

라) 감시기능의 최소화 및 다원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조업이 용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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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냉각， 배기， 동력공급 동의 -설바가 다종화되어 향상 가풍 가능

한 상태를 유지하여 바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사) 저장조 하부에 침전붙이 퇴적되는 것을 억제하고 불용성 입자

의 성장을 방지하여 저장조로부터 폐액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

여야 한다.

아) 폐액의 누설 감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자) 저장조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여 저장조를 비워야할 경우에

대버하여 보조저장조가 있어야 한다.

차) 저장시설 내 또는 주변의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ALARA 개념에 바탕을 두고 방사선량율을 2.5 m rem/hr 이

하가 되도록 한다.

카) 저장조의 설계수명은 100 년으로 한다.

파) 저장조는 가능한 한 재처리시설로 부터 최단거리에 위치하게

한다.

3) 고준위방사성폐액 저장시설의 구성요소

가)저장조

(1) 저탄소 스태인레스강으로 55 304 L 또는 18/13/1 의 재절로

제작한다.

(2) 수직원통형 용기로서 냉각코일， 교반가， 각종 측정기 둥을 포

함 한다.

나) 저장조용 차폐 구조물

(1) 방사선차폐 및 외부로 부터의 충격에 의한 폐액저장조의 파

손을 방지하기 위한 두터운 콘크리트 구조물

(2) 구조물의 내벽과 바닥은 스탠레스강판으로 피막을 업힌다.

(3) 구조물의 바닥은 경사를 두어 폐액 누설시 회수용 웅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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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p)에 고이도록 한다.

(4) 회수용 웅덩이에 고인 액은 항상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장치

가 셜치되어야 한다.

(5) 구조물의 밑바닥은 지하수면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만일

지하수면의 위치보다 깊을 경우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6) 지하수위가 상숭할 경우 저장조 및 그 부대시설이 수면으로

부상할 수 있어야 한다‘

다)명각절비

(1) 저장조 폐액으로 부터 발생하는 붕괴열을 효과적요로 냉각시

켜 폐액의 온도가 60°C (140 of) 이하로 유지될 수 었어야

한다.

(2) 비상시흘 대비하여 보조 냉각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계측 및 경보장치

(1) 저장조와 차폐구조물 내에 수위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온도， 압력， 밀도， pH 등의 측정설벼를 갖추어야 한다.

(3) 부식 또는 고장에 의한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가능한

한 부대젤비는 저장죠 상부로 부터 연결 시킨다.

(4) 냉각수의 방사능 오염도를 연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기

률 설치해야 한다.

(5) 다음과 같은 경보장쳐를 갖추어야 한다.

(가) 저장조의 고수위， 저수위 경보기

(냐) 냉각수의 방사능 오염 경보기

(다) 회수용 sump 수위경보기

〈라) 배기체중의 방사능 오염 경보기

(마) 온도 상승 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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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항의 가) 또는 나)의 경보가 울렬 경우 냉각수의 공급이

자동적으로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이송장치

고준위폐액을 이송하기 위하여 Ejector, Vacuum Lifter,

Vacuum assisted Air Lifter, 또는 Fluidic Pump중 2종 이상의 장치를 갖

춤과 동시에 보조기능을 두어야 한다.

바)환기셜비

(1) 비말동반 제거장치， 웅축기 고성능 필터 기타 방사성기체

제거셜비 둥을 거쳐 재처리공정의 배기체 처리계홍 또는 직

접 연돌로 보내어 대기중으로 배출시킨다.

(2) 방사분해로 발생되는 수소를 4.1 vol %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저장조 내부압력은 대기압 보다 낮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셜계된 고준위 액체폐기물 저장셜비의 P & I

Diagram 중 하나의 예를 소개하면 그렴 3.6a 및 3.6b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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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2 절 훌훌루토늄 변환 공청[1 ， 2]

플루토늄 변환공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 절산플루토늄을 영화물로 변화 시킨다.

- 염화물을 금속으로 환원시칸다.

질산염을 염화물로 만드는 공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염화물올 환원

시키는 공정은 반웅성이 큰 금속을 이용하는 방법이 유일한 것이었다. 그

러나， 근래에 전해방법을 야용하여 순도 높운 금속을 얻는 방법이 개발되

고 있고 PuOz를 직접환원하여 금속을 얻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1. 할로겐 화합물로의 전환 (Conversion to Halide)

PuF4는 홉습성이 없고 열역학적 특성이 좋가 때문에 금속으로 환원하

기 전 단계의 물질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칠산염으로부터 PuF4률 만들

기 위혜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틀이 사용될 수 있다.

- 불소화 처려에 의한 과산화물의 침전.

- PuF4로 산화할 수 있는 PuF3의 칩전

- pu 4가 이온의 옥살산에 의한 침전 후 불소화 처리

-Pu 3가 이온의 옥살산에 의한 침전과 불소화 처리

- 직접 ’燈廳하여 Pu02를 만든 후 불소화 처리

이들 중 첫째에서 3번째까지의 공청은 현재도 이용중이고， 4번째 공정

은 공장규모로 한번 이용된 척이 었고， 직접 하소(微燒)하는 공정은 현재

개발 중에 았다.

가. The Peroxid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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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플루토늄(Plutonium Peroxide)은 양론적인 화합붙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형과 성분이 침전조건에 따라 변한다. 과산화물을 침전시키는

공정의 흐름도는 그렴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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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7 플루토늄 과산화물의 침전공정 개요

그림 3.7에는 3가 이온을 공급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4가 이온의

경우에도 공청은 동일하다. 다만 6가 이온이 함유된 경우에는 사전에

H202를 가하고 온도를 sot 까지 가온하여 4가로 변화셔켜야 한다. 참

전 조작은 공급액을 15t로 냉각하고 50%의 H2O잉를 천천히 가하면서 교

반하여 H2Ch농도가 2M이 될 때까지 계속한 다음 선속히 침전제를 H2Ch

농도가 6M이 될 때까지 가한다. 침전제 참가가 끝난 후 6 'C 까지 냉각

한 후 30분 정도 침전이 완료되도록 교반한 후 여과한다. 여과는 진공여

과기를 사용하여 신속히 한다. 여과에 시간이 걸려면 온도가 올라가서 과

산화물 침전이 분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과된 침전은 2%의 H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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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면 침전물의 안정성올 해철로 세척한다. 이때도 H20z 농도가 너무

수 있다. 참전물은 건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알코올로 세

척한 후 2단계로 건조한다. 첫단계에서논 실온의 공기를-불어 넣어 2.5

불화물화 반웅은 수분함량이 pu 19당

시간 동안 건조하고 55°C의 공기로 2시간 건조한다.

수분은 pu 19당 물 O.2g 정도이며

건조물 중에 함유된

물 O.2-0.35g 정도에서 시행된다.

냐. The Trifluoride Process

것은 불가능침전시키는

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속 플루토늄을 얻기 위하여，플루토늄 4불화물을 만드는 대부분의

전환공청은 산소를 함유한 플루토늄 침전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공정

을 단순화 하기·위하여 할로겐을 야용하여 직접 침전을 시킨다면 불소화

공정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직접 4불화물을

하다. 그 이유는 수화된 침전물이 접착체와 같은 성질을 띄어 여과 및 탈

두 가지 할로겐화합물 즉， e삶UF6 와 PuF3는 침

전물의 탈수가 가능하다.

1) 침전 : PuF3는 첨전물의 형태가 결정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조섬

스럽게 충족시키면 여과와 탈수가 가능하다.3불화물 침전은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Pu(N03h + 3HF • PuF3 + 3HN03

따라서 3가의 Pu°l온이 요구되며 대부분의 양아온교환볍에서 나오는

액에 적합하며 4가의 이온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환원하여 적

용할
~.. 었다. 공정의 장점중의 하나로 3불화물의 용해도가 약 10

mg/R. 정도로 낮다(4불화물은 600 mg/ R，)는 점도 있다.

침전은 HNOYHF 비에 따라 변한다. HN0Y1iF 비가 크거나 용해도가

중간 정도얼 때 결정의 성장에 유리하며， HNO상HF 비가 낮을 때는 여과

손실이 줄어든다. 따라서 침전은 두 단계로 진행 사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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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액은 질산농도 4-5 M, pu 50-70 g/ R， 의 상태로 공급되며 여기

에 HF를 HNO:/HF 비를 조절하며 조섬스럽게 가한다. 1단계에서는

HN03!'HF 비를 6이상이 되게 조정한다. HNO:!HF 비가 낮아지면 침전의

결정이 미세해져서 여과가 어렵게 된다. 그라고 HN03!'HF 벼가 너무 크

면 결정이 너무 커져서 현탁이나 이송이 곤란하계 된다. 그 상한은 교반

속도와 관련이 있다. 이 1단계 결정이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Pu

농도가 50-60 g/ R, 인 경우 5분 이상)을 준 후 2단계 침전조로 액을 이송

한다. 2단계 침전조에서는 침전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HNO:νHF 비를 3이하로 한다. 침전이 완료되면 여과하여 70-100°C 의 공

기로 3시간 정도 건조하여 수분함량을 2%정도로 낮춘다.

2) Dry Chemistry

1차로 건조된 PUF3 침전물을 건조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알곤이나 헬륨분위기에서 600°C 로 가열하여 무수3불화플루토

늄을 얻는 방법이다. 이 무수3불화플루토늄은 칼슐을 이용하여 칙접 금속

으로 환원시킬 수 있지만 높은 수율(99% 이상)을 얻기 위해서는 Iodine

Boos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3불화플루토늄을 HF와 흔적 량의 산소와 함께 400-600°C로

1-2시간 처리하면 4불화플루토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4불화플루토늄

은 환원열이 더 크기 때문에 Iodine Booster를 사용하지 않고도 금속으로

환원이 가능하다.

다) 건조 PuF3를 산소와 함께 가열하면 다음과 같은 반웅에 의하

여 PuF4와 Pu0:2의 혼합물로 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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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PuF3 + 02 =+ 3PuF4 +Pu02

이 혼합물온 수율이 좀 낮지만(95-97%) Iodine Booster없이 금속으로 환

원할 수 있다.

이들 3가지 공정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전체 공장설계 개

념과 관계된다.

3) Process Ealuation

3불화물 공정은 다음과 깥은 장접과 단점이 었다.

< 장점 >

- 침전되지 않고 펼터를 통과하는 플루토늄량이 회수하지 않고 버려도

될 정도(0，05-0.1%)로 매우 작다.

- 취급하는 용액과 고체가 분해되기 쉬운 과산화물 공정에 비하여 매

우 안정되어 있다.

- 필요한 경우 불화공정 없이 바로 금속화가 가능하다.

< 단점 >

- HF룰 필요로 하는데， 이는 매우 부식성이 강한 물칠이어서 일반적으

로 매우 값비싼 내식성 재로로 만픈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 여과 용액중에 포함된 pu의 양이 적아 회수가 펼요 없다고 하나 만

일 회수가 필요할 경우 이 과정이 간단치 않다.

- 과산화물공정이나 옥산산공정보다 얼어지는 생성물의 순도가 낮다.

다， The Pu(IV) Oxalate Process

이 공정은 수산(옥살산)플루토늄[f1J(:2()4)2'6fI2()]이 질산 용액중에

서 비교적 넓은 산도의 범위에서 f1J 함량 1-3OOg의 범위에서 침전을 일

으칼 수 있는 성질을 이용한 꽁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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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cipitation

이 공정의 흐름도는 그림 3.8과 같다. 공급액은 충분한 절산을 함유

하고 있어서 슬러리의 최종 산도가 1.5-4.5 M 정도가 되어야 환다. 산도

가 낮으면 불순물리 공침 되기 쉽고， 또한 결정의 크기가 너무 작아져 침

강속도가 낮고 여과에 방해가 된다. 산도가 높으면 thixotropic(전체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현탁액) 성질과 점착성을 가진 침전이 생성되며

용해도가 높아져 여과손실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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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Pu(!V)옥살산염 침전공장 흐름도

플루토늄이 함유된 용액을 5cre 로 가온하고 과산화수소를 가하여 pu이

온의 산화상태를 모두 4가 상태로 변화시킨 후 1M의 옥살산(수산)을 가

하여 10-60분내에 침전을 완료시킨다. 침전이 완료될 때 슬러려의 최종

옥살산 농도는 0.05-0.15 M이 되도룩 한다. 온도가 이 공정에서 중요한

언자로서 옹도는 5O-60't의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온도가 너무 낮거나

침전제를 너무 급속허 가하면 침전물이 너무 미세해지고 온도가 60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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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면 간llxotropic형태의 침전이 생킬 수 있다. 따라서 온도와 과산화수

소， 옥살산올 적당히 조합하여 반응을 진행시켜야 한다.

침전제를 완전히 가한 후 같은 온도로 약 l시간 동안 숙성시킨 후， 여

과하고 붉은 칠산-옥살산 용액으로 세척환다.Pu의 최종 수율은 99% 이

고 여액과 함께 흘러나간 1%의 pu는 회수공정에서 회수한다.

2) Dry Chemistry

3가 또는 4자의 플루토늄 옥살산염의 침전을 4불화플루토늄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의 흐름도를 그림 3.9에 나타내었다.

침전물은 100-120°C의 공기로 건조한 후 불화물화 하는 공정에 따라

다음 처리가 달라진다. 건조 후 직접 HF콜 사용하여 불화물로 전환 시

킬 때， 건조 후 즉시 온도를 400-600t로 올리고 수화된 옥살산염올 직접

4불화물로 전환 시키논 방볍과， 300℃로 가열하여 2산화물로 변환시킨 후

HF를 반웅시켜 4불화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2산화

물로 변환시키는 공정의 온도를 480°C 이하로 유지해야 불용성의 산화물

야 생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3) Process Evaluation

이 공정의 제염계수는 표 3.3과 같다.

표 3.3 Pu(N) 옥살산염 침전공정의 제염계수

원 ,까L‘- 제염계수 원 -까4‘- 제염계수

Zr-Nb 3-6 Ai 100
Ru 12 Cr 100
Am 1 Ni 100
Th 1 U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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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Cl1 nOXA냐π

DAMP CAKE

Pu션C204)3· 1매2°

Pu(lVl OXALATE

DAMP CAKE
puCC20412· 6H20

훨f
DRY.lOO-l20·C

Pu‘C204)2· 6H20
Pu션C204)3· lOH20

OR
i

DEHYDRATE.lZOOC

Pu‘C2때)2
Puz(CzO쩌

1뻔
CAlCI~ε 130-300°C

PuOz

*
호

FLUOR INATION

120·6000C
PuF4

*
그림 3.9 Pu(III} 및 Pu(IV} 옥살산염 의 불화물화 공정 흐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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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IV) Oxalate 공정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

- 공정에서 취급되는 용액과 고체물질들이 과산화물 공정에서 사용하

는 것 보다 안청하여 안전성이 높다.

- 액중에 과산화물을 분해시키는 촉매로 작용하는 물질(Fe 등)이 포항

된 경우에도 안정성아 높다.

<단점>

- 과산화물 공정보다 제염효과가 낮다.

- 불완전한 慣燒(또는 불화물화)는 최종 생산품에 높은 탄소함량을 남

킬 가능성이 있다.

라. The Pu(llI) Oxalate Process

1) Precipitation

Puon)목살산염 침천공청은 pu 농도가 19정도인 낮은 농도의 용액

도 사용할 수 있으나 질산농도가 4M 이상 어어서는 안된다. pu이온을 3

가로 변환셔키기 위해서는 HI를 사용하며 드물지만 Hydroxylamine을 사

용하는 수도 있다. 침전조건은 까다롭지 않으며 침전제인 옥살산은 고체

또는 용액으로 첨가할 수 있으며 급격히 가하여도 된다. 침전제를 가한

후 30분간 숙성시킨 후 여과하고 물로 세척한다. 여과로 인한 손실은 작

다.

2) Dry Chemistry

앞에서 기술한 Pu(IV)옥살산염의 경우와 같다.

3) Process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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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옥살산염 침전공정은 침전조건을 제어할 필요가 적고 침전

물이 쉽게 안정되며 여과도 빠르다. 일반적으로 불순물 제염효과도 좋고

여파손실도 낮다. 그러나 이 공정은 3가의 pu이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 해 전에 사용을 포기한 공정이다.3가의 이온을 만들기 위해서

는 HI를 환원제로 사용하는데， 이 물질은 극히 부식성이 강하며， 이에 대

신할만한 물질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래에 개선된 -방법

(ascorbic acid 또는 sulfamic a디d를 사용하는 방법)이 개발 중에 었다.

마-. Direct Calcination Process·

근래에 개발되고 있는 방법으로 별도의 침전공정을 거치지 않고 플

루토늄질산염 용액을 직접 慣燒하여 2산화플루토늄(PuOz)을 만드는 공정

이다. 비록 공정의 최적 운전조건들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험실

규모의 질산플루토늄 용액을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스크류타업의 배소로

가 운전되고 있다. 이러한 假燒반웅의 반웅식은 대략 다음과 같다.

Pu(N03)4°5H20 • PuOz + 4NO + 30z + 5H20

한가지 문제점은 질산염을 직접 t움燒하여 생성된 2산화플루토늄은 옥

살산염을 樓燒한 경우보다 반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반웅

성의 저하는 금속으로의 환원을 위한 할로젠화물로의 전환에 중대한 영

향을 미철 수 있기 때문에 반웅성 향상을 위하여 다읍파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이 고안되었다.

- 假燒 시간을 짧게 하고 온도를 낮게 (350t)하며 결정을 완전하게 한

다.

- 공급용액에 Pu 1 mole 당 (Nl-Lt)zS04 0.5 mole를 가한다.

- 반웅로 안의 체류시간을 짧게(30분 이하) 운전조건을 정한다.

황산염을 가하면 반웅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

만 그 효과는 푸렷하다.

이 공정의 단점은 이 공정어 제염효과가 없기 때문에 공급액의 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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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야 하며， 환원을 위해서 할로겐화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바. The Trichloide Process

불화플루토늄은 그 열역학적 특성의 우수함과， 비 흡수성으로 인하

여 오랫동안 플루토늄 화합물을 금속으로 환원하는 중간물질로 선호되어

왔다. 근래에 들어 불소의 (a .n)반응으로 의한 비교적 높은 중성자 밀도

로 언한 위험성과 이에 따른 차혜의 필요성과 취급상의 제한 때문에 불

화물 대신 PuCh를 사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PuCb는 PUF4 보다 환원열이 작으나， 슬래그 형성에 소모되는 열이 작

고 훨씬 낮은 융점을 갖고 있다. 염화물 공청은 염화물화 물질로 포스겐

을 사용하며 현재 개발 중에 었다. 그 반웅식은 다음과 같아 나타내어 진

다.

Pu02 + 2CoClz • PuCh + zeo2 + l/2Clz

포스겐은 다른 염소화제， 즉， HCI-H2, CC14 등에 비하여 반웅성야 커서

선태되었다. 생성물인 염화플루토늄(Pu Ch)은 4불화플루토늄 보다 충성자

방출이 훨씬 낮다(약 1/64 정도)‘ 또한 염소화 공정에서는 비교적’ 여러

종류 원소들의 염화물이 휘발성이 있으므로 순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도

움이 된다. 염화물화 공청은 침전을 거치지 않고 질산염을 직접 假廳하여

만들어잔 Pu02를 처리하는데 아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금속으로 환원 (Reduction to Metal)

가. Bomb Reduction

1) Process Chemistry

밀폐된 압력용기 내에서 알칼리금속이나 알칼리토류 금속을 사용

하여 활로겐화 플루토늄을 환원하여 금속으로 전환하는 공정은 플루토늄

의 화학공정에서 지난세월동안 변하지 않은 츄일한 부분이다. 최초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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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플루토늄은 이 방법으로 만들어졌고 현재도 대부분의 플루토늄이 이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았다.

플루토늄 환원방법의 선정기준은 생성물의 밀도， 플루토늄의 순도 및

웅집성에 었다. 이러한 요구조건은 충분한 반웅열로 인하여 용융된 플루

토늄이 점도의 영향올 받지 않고， 잘 응집되도록 스러그가 유지되는데 있

다. 여러 가지 가능한 반웅의 형태가 표 3.4에 수록되어 있다.

PuOz를 환원하여 생긴 Ca형의 스려그들은 그 반웅열에 의하여 용해되

지 않는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생산된 금속은 분말형태로 분산되므로，

이 형태의 반웅은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이유로 PuOz-Mg도 사용

되지 않는다‘

표 3.4에 수록되지 않은 반응들도 여러 가지가 연구되었다. PuOz와 Li

를 반응시키면 잘게 분산된 금속이 얻어지며， Cs2PuCI6와 Ca를 반웅시키

거나 플루토늄의 수소화합물을 열분해 시키면 금속분말야 생성된다. 설제

로 후자의 반웅은 분말 금속을 얻는데 좋은 방법이다. Al을 사용한 환원

은 PU-A]합금을 만드는 유용한 방법이다.

표 3.4를 보면 할로겐화 플루토늄과 Ca를 반용시키는 것이 금속 플루

토늄을 얻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었다. Li가 사용되기도 하나

취급상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사용되는 할로겐화물의 종류는 PuF3,

PuCh, C삶UF6도 사용될 수 있으나 PuF4가 주로 사용되며 ， PuBr3, Puh는

홉습성과 부식성으로 인하여 거의 고려되지 않고 었다.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PuF4-Ca반응에 요오드를 첨가제로 사용하

면 반웅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스러그의 융점을 낮추어 주는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내어 금속의 유착성이 높아진다. 소량의 PuF4률 환원하는

경우에는 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요오드의 첨가는 꼭 펼요하다. 대규모의

환원에는 열 손실이 작기 때문에 금속의 수율을 높이가 위해서 소량의

요오드를 첨가한다. 스려그로부터 pu를 회수할 필요가 있는 대부분의 공

장에서는 요오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요오드 첨가는 수율은 증

-175-



표 3.4 플루토늄 금속을 제조하는데 사용가능한 환원반웅

반 숫。r
D.H at 291K, Melting Point

kcaVmole of pu of Slag, °c
Pu02 + Ca • pu + 2CaO -52.4 2572

PuOz + 2Mg • pu + 2MgO -40.5 2500-2800

PU02 + 4/3Al • pu + 2/3Ah03 -9 2050

PuF4 + 4Li • pu + 4LiF -159.2 870

PuF4 + 2Sr • Pu + 2SrF2 -154.8 1190

PuF4 + 2Ba • pu + 2BaF2 -152.4 1280

PuF4 + 2Ca • pu + 2CaF2 -149.5 1414

PuF4 + 0.3Iz + 2.3Ca •

Pu + 0.3Ca1z + 2CaFz -196 -1320

PuF4 + 4Na • Pu+ 때애aF -122.2 980-997

PuF4 + 4K • pu + 4KF -113.4 880

PuF4 + 2Mg • pu + 2MgF2 -104.6 1225

PuF4 + 413Al • pu + 4/3AIF3 +15 1040

PuF3 + 3/2Ca • Pu + 3/2CaF2 -54.8 1414

PuF3 + 3/2Mg • pu + 3/2MgF2 -21.1 1225

PuCh + 3K • pu + 3KCI -82.9 776

PuCh + 3Li • pu + 3LiCl -62.2 613

PuCh + 3/2Ca • pu + 3/2CaC1z -56.0 772

PuCh + 3/2Mg • pu + 3/2MgCIz +0.2 708

PuBr3 + 3K • Pu + 3KBr -94.2 730

PuBr3 + 3Li • pu + 3LiBr -63.4 547

PuF3 + 3/2Ca • pu + 3/2CaBr2 -55.5 765

PuF3 + 3/2Mg • pu + 3/2MgBr2 +1.8 695

Puh + 3K • pu + 3KI -103.8 723-
Puh + 3Li • pu + 3LiI -62.0 446

Puh + 3/2Ca • pu + 3/2C와2 -59.9 575

Puh + 3/2Mg • pu + 3/2Mglz +2.9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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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지만 부식문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2) Reduction Procedure

활로겐화 플루토늄의 환원반웅에는 양론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25%정도의 Ca를 과잉으로 넣는다. 요오드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전체 환

원반웅의 규모에 관련되며 이에 관한 것을 표 3.5에 수록하였다. PuF3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pu mole당 0.6-0.8 mole의 요오드를 필요로 한다.

표 3.5 PuF4룰 금속으로 환원하는 반웅에서 적절한 요오드 첨가량

플루토늄규모， g pu mole당 적절한 I mole수n 비 고

5 0.50

50 0.35

500 0.30

1αm 0.15*

1당)() 0.10*

... : 이 규모에서는 일반적으로 요오드를 첨가하지 않음

소결 가공한 마그네시아 또는 CaF2로 내부를 입힌 냉간 가공한 철제

용기에 혼합물을 채우고 입구를 밀봉한다. 이 용가는 50-400 psig의 압력

과 1600"C 이상의 온도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불활성기체(보통 AI)로

공기를 치환한 후 밀봉해야 한다. 공기는 완전히 제거해야하며 공기가 있

을 경우에는 생성물의 수율이 낮아지고 형상이 나빠진다. 생성물은 공기

와 수분과의 접촉에 대비하여야 하며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성질에도 대

비하여야 한다.

반용용기는 전기유도 코일이나 저항 전기로로 가열한다. 가열속도는 중

요하며， 충전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소규모 환원반웅에서는 가열을 빨리

할 수 있으며， 환원반웅이 끝난 후 금속이 합체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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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스러그가 용융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Booster의 반응은 325°C에서 시

작되나 실제 환원반용은 600°C까지는 얼어나지 않는다. 19을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975°C로 2분간 가열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규모의

환원반응에서는 반웅이 일어냐는 옹도에 도달하기 이전에 내부충천물의

온도가-외부온도와 같아지도록 하는 예열이 필요하다. 만일 가열이 너무

빠르면 반웅이 외부에서만 얼어나며 이때 발생한 열은 충전물을 가열하

는데 소비되어， 그 결과 스러그가 너무、빨리 굳어진다. 반대로 가열시간

이 너무 길면 Ca입자가 C라2로 포장되어 환원반웅을 지연시키고， 그 결파

금속의 웅집상태가 나빠지는 원인이 된다. 대규모 환원반웅에서는 다만

초기 환원반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가열만을 하면 되고， 그 이후의 반웅

을 위 한 가열은 필요없다.

환원반용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어 있다. 그 하

나는 환원용기 외부에 열전대를 부착하면 소규모 환원의 경우에도 용기

의 용도가 200-300°C 급격하 상숭한다. 다론 하나의 방법은 불화플루토

늄의 (a ，n)반용에 기인하는 중성자선속을 측정하는 것으로 환원반웅이

얼어나 플루토늄과 불소가 분리되면 중성자선속이 급속하 감소한다.

반웅이 종료된 후 용기를 해체하여 내화재와 스러그를 제거하고 금속

덩어려를 진한 질산으로 세척하여 부착된 Ca와 스러그를 제거한다. 얻어

진 금속의 수율은 일반적으로 97-99% 이다.

이 방식으로 얻어진 플루토늄의 순도는 일반적으로 99.8%이상 이다‘

3) Reduction of PU02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불화플루토늄은 중성자 방출율이 커서

취급하기 어렵고 염화 플루토늄은 홉습성이 있어서 문제가 었다. 따라서

이려한 단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산화 플루토늄을 직접 환원하는 방

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이 공정은 할로겐화 공정을 생략하므로 인하

여 부식성이 강한 물질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벼용의 측면에서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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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 대한 연구자료는 적다. 이 방법은 PuOz를

용융된 Zn-Mg합급둥을 이용하여 환원하는 방법 풍이 연구되고 있다.

4) Alloy Preparation by Reduction

pu환원반웅 이전에 합금을 만들고자 하는 금속이나 금속의 불화물

을 첨가하여 환원반웅을 진행시키면 바로 합금형태의 pu금속을 얻을 수

있다. 이 방식이 여러 가지 합금을 만드는데 이용되고 있다. 표 3.6에 그

러한 예를 수롬하였다. 그러나 Zr 및 Ce합금에는 이 방법이 적합치 못하

다.

표 3.6 환원공정에서 만들어지는 플루토늄 합금

합금성분， wt%

0.27 - 0.97% Al

2.28 - 2.55% Fe

3.25% Co

3.39% Ni

2.5% Cu

35% V , 85% U

방 법

8 mesh의 AI pellet을 섞는다

Fe 분말을 섞는다.

Co 부스러기플 첨가한다.

Ni 부스러기를 첨가한다.

8 mesh9.l eu pellet을 섞는다.

UF4를 섞는다.

Pu-AI합금은 AI을 사용하여 고온에서 환원반응을 진행하고 찬류 AlF3

를 휘발시켜 제거하면 얻을 수 있다. 이 반웅에서의 pu의 수율은 98%

이상이다.

또한 알루미늄을 환원제로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반웅에 의하여 이산

화플루토늄을 직접 환원하여 Pu-AI합금을 얻을 수도 있다. 이 반웅의 자

유에너지 변화는 1500 K에서 42 kcaVmole 이다.

3Pu02 + (4+n)AI • 3Pu'(n!3)Al + 2Al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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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웅은 Ah03가 경계층을 형성하므로 인하여 천천히 진행된다. 또

이 반응에서는 용융된 cyrolite(AlF3·3NaF)가 생성되어 스러그률 형성한

다. 이 반응으로 생성된 pu의 순도는 높고 수율은 평균 99.8% 이다.

또한 갈륨(Ga) 베렬륨(Be) 등도 유사한 방법으로 pu와 합금을 만들 수

있다.

냐. Electrolytic Process

1) Electrowinning

플루토늄의 염을 직접 전기분해하여 금속을 얻는 것은 야론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일 뿐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도 연속적인 조작이 이루

어지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 와서야 이러한 장점을 현실화 시킬 수 있게

되었다. 수용액 중에서 전해하여 플루토늄금속을 전극에 침전 시키는 것

은 금속의 전기적 양성이 강하여 불가능하고， 따라서 용융염전해방식올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전극반응과 용융염에 의한 부식에 관한 정

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에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어 성공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현

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눈 공정즐은 PuCl염을 LiCl과 KCl의 혼합물 또는

BaCl과 KCl의 혼합물과 함께 MgO-TiOz 용기내에서 800-950°C 의 온도

로 용융시켜 탄탕륨(Ta)전극으로 전해하는 공정이다. 이들 공정들은 아직

까지 다음과 같은 단점들을 지니고 있다.

- 이 공청은 염화물이 휘발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염

효과가 없다. 다만 이 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 이 공청은 완전혀 업종된 것이 아나기 때푼에 Bomb Process보다 고

도의 운전능력을 요구한다. 이 점은 여려 가지 기거를 이용하여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 염소가 세라믹 용기를 심하게 부식시키므로 연속운전 기간을 체한

시키논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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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lectrorefining of Plutonium.

Bomb Process에 의하여 환원된 플루토늄이 대부분의 사용목적에

펼요한 순도를 지냐고 있으나， 스크랩을 용해-침전-환원의 긴 공정을 거

치지 않고도 재 사용할 필요성이 었고， 또한 화학이나 금속학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더 높은 순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Bomb Process에서

얻어진 금속이나 금속 스크랩을 사용하여 고순도의 금속 플루토늄을

0.2-3.5 kg 정도를 얻을 수 있는 전해공정이 개발 되었다. 전해조에는 2

mole%의 PuCh나 PuF3 또는 PuF‘4와 49%의 NaCI, 49%의 KCI을 넣고

여기에 금속을 넣는다. 전해용기는 유리화 된 magnesia-yttria 용기를 사

용한다. 전해장치는 내부에 탄탈륨제 교반장치가 있으며 그 구조가 복잡

하다.

이 방법으로 생산된 플루토늄의 순도는 보통 검출되는 불순물이 100

ppm 이하이고 밀도는 19.6 g/c며 이상이다. 표 3.7에 이 방법으로 처리한

플루토늄의 순도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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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전해 개질볍 (Electrorefining) 에 의한 플루토늄의 정제

원소함량， ppm

10% PuCh-NaCI-KCI 전극 10% PuF3-NaCI-KCI
원소

전극， 3.5kg규모
500g규모 3.5kg규모

원료 생성물 원료 생성물 원료 생성물

AI 60 40 90 45 300 40

Si 120 <10 130 15 70 <10

Pb 20 < 2 5 < 2

Cu 30 2 15 < 2 100 < 2

Ni 320 <20 145 <20 240 <20

Cr 80 <20 45 <20 80 <20

Mn 35 < 2 20 < 2 10 < 2

Sn 10 < 1 1 < 1 -

Fe 쟁O <20 395 40 500 30

Zn 10 <10 10 <10

w <10 32 <10 15 <10 23

Ta <35 <35 450-960 50 200 <30

Th 60 <10 56 18 150-615 <15

U 490 <25 75 <30 70-260 <30

Am 70 8 68 8 50 18

Mg 35 < 5

Ca - 5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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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3 절 훌훌루토늄 효l수와 폐기물 처리[1 ， 낌

플루토늄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물질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측면에서

나 경제적인 관점에서나 폐기를 하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플루토늄의 손실

올 줄일 수 있고 폐기물의 처분을 단순화 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개

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또한 플루토늄의 생산과 이용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이 문제는 더 심각한 문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회수가 이루어진 후에도 여전히 일반적인 방법으로 폐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플루토늄을 함유하고 있음으로 여전히 특별하고 값비싼 처분비용야

요구된다.

1. 회수 (Plutonium Recovery)

플루토늄은 그 비싼 가격으로‘ 인하여 공정 중에서 발생하는 고체와 액

체 폐기물로부터 플루토늄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 플루토늄 회수의 기본

적인 대상들은 여과액， 환원 스러그와 도가니 금속 스크랩 똥이 주요대

상이나， 이외에도 분석폐기울， 기가세척액， 동도 포함된다.

가. Liquid Waste Processing

용매추출을 시행하기 이전에 액체폐기물은 먼저 착화합불， 불안정한

화합물， 부식성물질과 계면활성제를 제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처리는

폐기물의 발생원에 따라 달라칠 필요가 었다.

1) Peroxide Filtrates.

플루토늄 과산화물의 여과액은 먼저 과잉의 과산화수소를 분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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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과산화물 분해에는 3가지 공정이 사용된다.

• sooe로 가열하고 이 온도를 45분간 유지한 후 장깐 동안 9<rc로 가

열하여 잔류 과산화불을 분해한다. 처음에 저온 가열용 하는 것이 안전에

중요하다. 처음부터 60°C 이상으로 가열하면 급격한 반응이 일어난다.

• 과망간산칼려 (KMn04)를 가한다.

• NaOH룰 가하여 plutonium hydrooxide를 침전시켜 여과하여 회수

한다.

아려한 3가지 방법은 모두 반응이 결렬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극히 주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후자의 2가지 방법은 병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 Fluoride Filtrates.

보통 PuF3 여과액은 소량의 플루토늄 (0.1%) 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것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여액틀온 NaOH로 중화한 후 불소와

착염을 형성할 수 있는 알루미늄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는 다콘 폐액들과

합친 후 폐액 저장탱크로 보낸다. 비정상 조업으로 언하여 비교적 많은

플루토늄을 함유한 폐액들은 불소와 착염을 형성할 수 있는 알루미늄이

함유된 액파 혼합한 후 용매추출에 의하여 플루토늄을 회수할 수 었다.

기기 하부에 침적된 불화플루토늄을 함유한 가기세척액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플 폐액을 처리하는데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사용

될 수 었다.

• BiF3를 첨전(Pu와 함께 칩전한다.)시키기 위하여 버스무스를 가하고

16시간 정치한 후 상정액(上樓被)올 체거(이때 생성되는 침전은 매우 다

루기가 어려우므로 여과는 피한다‘)한 다음， 침전을 HN0J로 용해하여 다

른 회수 용액과 함께 처려한다.

• NaOH 또는 KOH를 가하여 HF를 중화시켜 잔류 플루토늄을 침 전

서칸다. 불화 플루토늄을 여과하여 회수한 후 A1(N03h-HNCh용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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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하여 용매추출 한다.

3) Oxalate Filtrates.

수산염(Ox려ate)이 함유된 여과액와 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

이 사용된다.

• 12 M HNCh와 함께 증발시켜 수산염올 파괴하거나， 상온에서

KMn04를 가하여 산화시칸다. 65°C 이하에서 dichromate를 가하거나， 80

℃에서 오존을 가하는 방법도 있다. 여과액이 용매추출에 적합할 때는 용

매추출 한다.

• 여액에 산도가 9M이 될 때까지 질산을 가하여 음이온 교환방식으

로 플루토늄을 희수 한다. 만일 알루미늄을 가하여 불소와 착염이 형성된

경우라면 불화물의 농도가 0.2 M 까지는 허용된다.

• Pu(m) 수산염 여과액의 경우는 칼슐이온을 가하고 용액의 산도를

0.1 M HN03, 0.2-1.0 M H£204로 조절하여 CaC204와 함께 침전시켜 여

과한 후 침전물올 HN03로 용해하여 회수액으로 보낸다.

4) An려ytical Wastes.

분석폐기물의 처리는 당연히 펙액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분석폐

액들은 HCl을 합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음이온교환법이나， 질

산과 함께 증류하는 방법 둥을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유기용액을 함

유하고 있거나 킬레이트 동의 착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붉은

질산을 추출제로 사용하여 추출해야 한다. 이러한 적절한 처리를 거친 후

분석폐액은 다른 회수 폐액과 합친다.

나.S이id Waste Processing

고체폐기물은 보통 금속산화물 불화물 둥의 바교적 불용성이거나

가혹한 조건하에서만 용해되는 물질틀을 함유하고 있다.zt 형태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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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을 용해과정애서 분리할 필요가 었다.

1) Slag and Crucible Recovery.

환원폐기물은 MgO, 미반응 CaF2, C봐2， MgSi03, 금속 Pu, PuF4

등야 함유되어 있으며， 이들은 HN03‘Al(N03h 용액의 환류시켜 용해서

킨다. 알루미늄은 불소와 결합하여 착이온을 형성하여 불소이온 농도를

감소시켜 슬려그가 완전히 용해되도록 한다. 용해는 다음의 5가지 반응

을 포함한다.

• 수소를 발생시키며 며 반웅 금속 칼슐의 용해

• C와2의 용해와 Iodide의 Iodine로의 산화

• 알루미늄과의 불소 착화합물 생성에 의한 CaF2의 완전한 용해

• MgO의 용해， 초거의- 반응온도가 6<rc 이상이면 때로는 격렬한 발

열반응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

• Silica의 안정된 형태로 웅집

두 가지 다른 용해방볍이 았는데， 그 하나는 충분한 알루미늄을 가하여

모든 불소이온을 착화합물로 만드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불소아온의

농도를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용해공정의 흐름도는 그렴 3.10과 같다. 도가니에서 6시간 동

안 환류용해 시키면 약 40-80%의 플루토늄이 용해되고， 이때 잔류된 고

체상의 플루토늄은 금속이나 산화물이며， 이블은 여과하여 회수한 후 재

용해 사칸다. 아 방법의 장점은 용액중의 불소이온농도가 낮아 용해조의

부식이 작은 점이나， 용해 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불소이온의 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의 흐름도는 그렴 3.11과 같다. 이 방

식의 경우 불소이용 농도 0.2-0.3 M, AνF의 비가 0.1-0.2언 경우 용해

시간은 2-3시간이며 99% 정도의 플루토늄이 용해된다. 이 방식은 AVF

의 비에 매우 민감하여， 반일 AνF의 비가 0.5가 되면 플루토늄의 용해도

는 60-75%로 감소한다. 때문에 용해도를 높이려면 Al!F의 비를 낮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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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데， 이 경우 용기의 부식이 가속화 된다.

슬러그 중에 함유된 실리카는 처음에는 Fluosilicic으로 변한다. 용해가

완전히 끝나고 용기의 부식을 막기 위하여 충분한 질산알루미늄을 가하

여 AVF의 비가 2-4가 되면 실리카는 분산된 형태의 수화물로 변화한

다.AνF의 비가 3‘5이상이면 실리카 웅집시간을 1시간 이하로 줄알 수

있다. 실리카는 용매추출시 유탁현상(Emulsion)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용해가 완료된 용액들은 적당한 조절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용매추

출이나 음이온교환에 의하여 플루토늄을 회수한다.

2) Recovery of Metal and Oxide.

플루토늄 주물을 제작하고 생긴 부스러기는， 보통， 비교적 불순물

함량이 높고 산화되어 있어서， 직접 주물의 재료로 이용할 수는 없고， 화

학적으로 처리룰 하여야 한다. 선반에서 가공한 부스러기는， 때로는 압축

하여 덩어리로 만플거나 주울에 다시 사용하기도 하고， 불순물의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주물부스러기와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으로 처리한다.

주물 부스러기는 주성분이 플루토늄과 그 산화물이다. 이 부스러기는

때때로 자연발화나， 용해 중에 제어불가능한 반웅이 일어냐는 위험을 방

지하기 워하여 적당한 조건에서 연소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태워서 생성

된 산화물은 용해가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활성기체 분위

가에서 수증기를 이용하여 200-500°C 의 온도에서 산화시킨다. 이렇게 생

성된 산화물은 상당한 반응성을 지니고 있어서 15.7 M HN03 - 0.2 M

HF의 산을 환류시키는 방법으로 2시간에 99% 이상 용해샤킬 수 있고，

용해된 액의 pu농도는 150/ ~ 에 이른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덩어리가 큰 금속은 산화가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

산화되지 않은 금속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용해서킬 수 있으냐， 아

경우에는 제어되지 않는 반웅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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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가) HNCh Dissolution.

플루토늄 금속과 산화물은 전한 질산을 환류시키는 방식으로

용해할 수 있다. 용해속도는 용해물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금속이 가장

빠르고 고온에서 생성된 산화물이 가장 느리다. 용해속도는 불화물을 가

하면 증가한다.

나) Sulfamic Acid Dissolution.

플루토늄의 빠른 용해를 위하여 개발된 방법이다. 표 3.8에 나

타낸 바와 같이 sulfarnic을 사용한 경우 질산이나 질산과 s띠farnic acid

와의 혼합물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용해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이 방법은

40t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냉각이 필요하다. 온도가 높아

지면 sulfamate가 분해하여 반웅속도가 줄어든다. 질산여 존재할 경우

반웅온도가 높아지면 슬러지의 생성이 증가한다. 이 방법의 단점은 생성

된 용액을 용매추출 등을 행하기 위해서는 질산염 형태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표 3.8 Dissolutio of Plutonium Metal in HN03 and Sulafmim Acid

산 농도， M 용해시칸， 염을수 있는 최고 소모된 수소

질산 NH2S0:JI 온도， ·C mm pu농도， g/ R, 이온의 Total %

5.7 0 25-30 60 0.7 0.2

5.7 0.3 40-102- 14# 68 14

5.0 1.0 25-59 10# 46 14.5

0 1.7 25-40 60# 134 -100

* : 초기에 40·C로 가열하고 용해를 시작

# : 용해반웅이 정지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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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Br Dissolution.

고온에서 생성된 산화물은 용해속도가 극히 느려 때로는 좀더

격렬한 처리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 HBr을 사용한 용해볍

을 사용한다. 용해는 6-8시간 동안 산을 환류시켜 용해한 후 잔류물은

여과하여 채용해 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다. 여과한 용해액은 NaOH로 중

화하여 Pu(OHh로 침전시켜 여과한다. 이 수산화물을 끓는 칠산에 용해

시켜 잔류 HBr을 산화시켜 Br2로 변화시킨 후 증발시켜 제거한다. 이러

한 과정을 반복하면 HN03-HF에 용해되지 않는 플루토늄 산화물도

99.9%까지 회수가 가능하다.

라) Fluoride Fusion.

산화된 주물 부스러기나 고온에서 산화된 산화물을 용해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으로 Ammonium bifluoride와 함께 용융시켜 용해하

는 방법으로， 그 반웅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2Pu02 + 5NlLr HF • 2PuF4 ‘ NI-LtF + 3Nlh + 4H20

pu산화불과 NRt-HF의 mole바롤 1:8로 혼합하여 아르곤 분위기에서

200°C까지 가열하여 2시간 동안 유지한다. 이렇께 처리하면 생성된 복염

은 분해하여 PuF4로 변한다. 용융된 덩어리가 삭기 전에 loot로 가열된

2M Al<N03h 용액을 가하면 PuF4가 용해하여 용매추출에 적합한 용액이

된다.

마) Trifluoride Processing.

비교적 산화물와 함량이 적은(25% 이하) 주물 부스러기냐， 선

반가공 부스러기를 간단한 공정으로 처려 회수하기 위한 공정이다. 금속

은 3.5 M Hel - 12 M HF 혼산으로 서서히 용해한다. 플루토늄의 발화

성 때문에 작은 금속 조각을 소량씩 산에 가한다. 플루토늄은 Hel에 용

해된 후 즉시 HF에 의하여 뻐F3로 칩전된다. 침전이 안정화 된 후， 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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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여액중의 pu함량은 별도의 처리 없이도 폐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낮

다. 침전은 세척 전조하면 바로 금속화 하거나 4불화물로 전환할 수 있

다. 이 공정의 장점은 간단， 신속하고， 용액의 부피가 작으며， 폐기불 발

생량이 극히 작다는 점이나 처리 대상이 비교적 순수한 금속이고 알루머

늄 함량이 작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3) Chloride Slag Recovery.

염산의 강한 부식성으로 인하여 염화물 슬래그는 회수한 후， 염소

를 체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술러그를 용해한 후， 진한

질산과 함께 끓이면서 공기를 주입하여 할로겐 원소를 제거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운 공정이 요구되었다.

이 공정은 슬러그를 1.0 M HCI로 25°e 에서 30분씩 두번 침출하고， 이

어서 0.1 M HF가 함유된 진한 HCl로 1시간 용해한 후 잔류물은 물로

셰척한다. 상온에서 침출한 용액은 여과하여 25°e에서 0.1 HZCz04으로

처리하여 Pu(Cz04)3으로 침전 시켜 여과한다. 진한 질산으로 용해한 액은

세척액과 합쳐 hydroxyamine 로 처리하여 플루토늄을 4가로 변환시킨 후

sooe 에서 1.0 M H2C204를 가하여 침전시킨다. 침전은 50°C에서 30분산

숙성 시킨 후 25°e로 냉각하여 여과한다. 침전물은 건조하여 400°C로 가

열하여 2시간 동안 假燒하여 염소가 함유되지 않은 PuOz로 전환 시킨 후

칠산에 용해한다.

이 방법에 의한 플루토늄 회수율은 96%정도 이며 단지 0.2%반이 액체

폐기물로 들어가며 잔류한 고체중에 함유된 플루토늄은 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척당한 용해방법을 사용하여 회수하면 된다.

4) Miscellaneous S이id Waste Recovery.

잡고체 폐기물의 화학적 특성은 매우 다양하나 가연성과，

glove-box 청소쓰레기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가연성 폐기물은 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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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健燒하여 PuOz가 함유된 채로 만틀어 Pu02를 용해하는 방법으로 용

해하여 처려한다. 10 M HN03 - 0.2 M HF의 혼산으로 1시간 통안 환류

법으로 처리하면 재에 함유된 pu의 95%이상을 회수활 수 있다.

Glove-box 청소쓰레기는 대체로 그 화학적 특성이 찰려져 있으므로 특

성에 따라 적절하 처리하고 유기물이 함유된 경우는 煙燒하여 처리한다.

다. Solvent Extraction

폐기물을 용해한 용액에 함유된 플루토늄을 금속화하기 위해서는

재처리공정에서 사용한 용매추출과 유사한 용매추출공청을 거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핵분열생성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우라늄이 거

의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이 단순하다.

1) Simple Solvent Extraction Flowsheet.

30% TBP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1단 용매추룰공정의 흐름도를 그

립 3.12에 냐타내었다. 이 공정의 최종 생성물 용액의 PU 농도는 1~4

g/ £ 청도로서 증발이나 이온교환법에 의하여 농도를 높여야한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류추출법 (Reflux Solvent Extraction)이 개발되

었다.

2) Reflux Solvent Extraction Flowsheet(Recuplex Process).

CCLt에TBP가 15% 함유된 용매률 사용하는 환류 용매추출 공정도

를 그림 3.13에 나타내었다. 이 공정도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은 가장 큰 단점은 사용되는 용액의 농도가 커서 임계 문제

가 크다는 점이다.

3) Uranium Remove!.

보통 잔류 우라늄은 플루토늄을 침전서키는 공청에서 여과액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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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되어 배출되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 걸친 재순흰 환류공청을 거치면

액중애 우라늄이 농축되아 나중에는 허용농도 이상으로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라늄을 함유한 용액을 Purex공정이나 Redox공

정 등의 재처랴 공정으로 보내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었다.

라. Anion Exchange

환원잔류물로부터 회수한 플루토늄의 음이용 교환공정은 다음과 같

다. 용해액을 플루토늄 함유량을 19/ .e 정도， 수소이용농도를 5.5-6.5 M,

질산기의 농도를 8.5~9.5 M, AVF의 비를 2-3정도 되게 하여 45°C에서

Dowex 21K(50-100 mesh) 음이온 교환수지를 통과시키면 플루토늄이 흡

착된다. 다시 pu가 홉착된 수지를 0.002 M의 sulfamic acid가 함유된 8

M HN03로 45°C에서 세척하면 플루토늄이 용출되어 pu 45 g/ .e 가 함유

된 0.3 M HN03용액이 얻어진다. 이 공정은 1주기에 7시간 청도가 소요

되고， 금속 플루토늄종의 불순물 함량이 400 ppm이하의 순도를 갖는다.

2. 폐기 (Plutonium Waste Disposal)

용ufl추출 폐액이나 폐기체(off-gas) 세척액 등 저농도의 플루토늄이 함

유된 폐액도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플루토늄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려한 폐액들은 식수냐 관채용수에 혼입되는 일이 없도록 처분되어야 한

다. 폐기물 처분방법은 지리적인 여건이나 기상학적안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Hanford에서의 저준위 플루토늄 폐기물의 처분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대중으로부터 격리된 연중 강우량이 작고i 지하수위가 낮고， 토질이 pu

의 좋은 이온교환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에 직접 폐기처리 하거나

Lagoon파 유사한 시절을 만들어 처리하였다(이빼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

한 결과 후일 문제가 되어 이룰 처려하는데 많은 바용과 노력이 훨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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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J.

화학적인 처리법으로는 FeiSO)4룰 가하고 NaOH를 가하여 pu수산화

물을 Fe(OHh와 함께 공침시켜 제거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이 경우 pu농

도를 1.5 X 10-8 gl £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쩌14 절 재처리 공장의 주요기 71[4， 11]

일일 처리용량 10 MTU/day 규모로 껄계된 Repocessing Plant의 주요

기기에 관한 내용을 용약하여 수록한다.(HW-31000 DEL 에 수록된 내용

요약)

1. 일반사항

가. 기기의 분류

이 공장에서는 설계， 제작 및 건셜의 편의를 위하여 용기 (Vesse l)들

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 Class I Vessels : 방사성 물질을 담는 용기로서 스테인레스스틸로

제작되며 관리구역 내에 위치한다.

- Class II Vessels : 스테인레스스틸로 제작되냐 방사성물질을 답지는

않는다.

- Class ill Vessels : Class I과 R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Vessel

나. 설계시 일반적인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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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셜겨1， 제작， 및 재료관리에 있어서 ASME sec피on VIII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부품의 교환을 편려하게 하기 위하여 최대한 표준규격의 부품을

샤용한다.

3) 현장에 설치 후 성능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2. 맥동탑(Pulse Columns)

맥똥탑(Pulse Column)은 Purex 공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에

서 핵분열생성불과 우라늄 및 플루토늄의 분리가 이루어 진다.

가. 설계 규격

이 Plant에는 127~의 Pulse Column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규격은 표 3.9와 같다.

표 3.9 맥통탑앙 주요 규격

Over-all Height," Plate (or PackecI) Section Internal
Column

Ft Diamerter, in Hight, Ft

HA, lA, 2D 33 24 extn. 13.5 extn.
32 scrub 13.2 scrub

HC, IC, 2E z7 34 18.0

IB EXtraction 33 27 28.8

IE Scrub 19 8 13.3

2A 40 7 20.9 extn.
9.8 scrub

2B 30 7 21.0

10.20 33 34 26.3
* From bottom Surface of bottom disengaging section to top surface

of top disengaging sec디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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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각 Column의 운전조건(Pulse)은 표 3.10과 같다.

표 3.10 맥동탑의 운전조건(Pu lse)

Pulse

Column Volume, Amplitude’ Frequency,
Cu. In. In Cyc/Min.

HA, lA, 2D 485 1.1 extn. 35 to 110

0.6 scrub

HC, IC, 2E, 10, 20 485 0.53 35 to 110

IB EXtraction 485 0.84 35 to 110

IB Scrub 44 0.84 25 to 100

2A, 2B 44 1.1 25 to 100

나. 셜계용량 (Design Capacity)

Pulse Column의 설계용량은 10 MTU!Day 이다. Cold 상태의 운

천에서는 16 - 20 MTUIDay 정도의 용량도 처리할 수 있었으나， hot상

태에서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각 c~lumn의 hold-up time 과 유량은 표

3.11과 같다.

3. 탱크류(Tanks)

가. Hot Tanks

1) Standard Tanks

차폐지역(Canyon) 내에 틀어가는 표준형 head 떠퍼‘는

- 5，아)()g외용량 일반용 탱크

- 1,725 g외용량 일반용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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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어)()g머용량 Solvent 탱크

로 표준화 되어 었으며 이들 탱크의 수 및 규격은 표 3.12와 같다.

표 3.11 Pulse column의 holdτlP time 과 유량

Flow Rate of
Disengaging

Volume,‘Section Disengaged Stre킹TI， Hold-up Time,
Gal. G려./IV1in. Min.

HA, lA, 2D top 220 19.6 11

HA, lA, 2D bottom 108 8.1 13

HC, 2E, top 223 19.0 12

IC top 223 22.8 10

HC, IC, 2E bottom 513 35.1 15

IBX top 165 23.5 7

IBX bottom 45 1.7 27

IBS top 41 3.2 . 13

IBS bottom 24 1.6 15

2A top 18 0‘7 24

2A bottom 24 3.4 7

2B top 14 0.7 19

2B bottom 12 0.4 31

10 top 397 41.7 10

10 bottom 305 13.9 22

20 top 397 19.0 21

20 bottom 305 19.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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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HOT" Ta띠g의 표춘 규격

Normal Volume, gal. 5,000 1,725 15.000

Number of ta파{s in Canyon 25 2 2

Outside diameter of tank, ft. 10 7
10.5 by 16

oval
Height of ta따(， it. 9.25 6.75 14

Plate thickness, Shell 1/2 3/8 3/8

inch Heads l 3/8 9/16

Length of 2-in. pipe in coil, it. 475 150 뾰O

Heat transfer area, sq. ft. 295 93 590

Number of nozzels for
2 1 5

pumps of agitators

Number of Pipe nozzels 20 15 18

2) Special Tank

가) 2AF Tank

2AF(TK-J5)용 탱크는 수평실련더 형태의 212 gal용량 야다.

칫수는 외경 2 ft 7 inch, 길이 7 it 5 inch 이다.

나) IOF Tank

10 cloumn에 feed액을 공급하기 위한 tank로 밍o gal 용량이

며 내부에 Coil 이 설치되어 있고， 외경 10 ft 높이 9 it 3 inch 이다‘

다) Decanters

수용액에 포함된 유기용액플 연속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외 경 4 it 높이 5 it 4 inch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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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타의 특수 탱크

- 용해조

- 플루토늄용액 탱크

나. "colid" Tanks

1) Aqueous Make-up Tank

수용액의 제조와 공급을 위한 것으로 그 규격은 표 3.13과 같다.

표 3.13 Aqueous Make-up Tank의 규격

Ta따〈 종류 Ta파‘ 수 외경 높이 재철

95 Gallon 2 2ft 4 ft
알루미늄: 1, 탄소강:3

750 Gallon 16 5ft 5 ft 나머지는 A태인레스

3,000 Gallon 8 8 £t 8 ft 스틸

60% 칠산탱크 1 2 £t 2.5 ft

Derni- Water 1 8ft 12 it 알루미늄

2) Pipe and Operating G벼lery Ta따.

이들 탱크악 규격은 표 3.14와 같다.

3) Solvent Treatment Tanks

용매처리 구역내에 용매의 세척과 처리를 위한 6개의 t없1k가 있다.

이들의 규격은 표 3.15와 같다.

4) Recover Acid Vault

가. Recoved Acid Storage

Purex공정에서 회수된 질산은 2개의 15,000 gal ta파‘(TK-U1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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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U2)에 저장된다. 이들 않파‘는 표준형 15，α)() gal 따파‘와 유사하다.

표 3.14 Pipe and Operating Gallery Tank의 규격

Tank No. 용도
용량 직경 및

재질
(g외) 높이 (ft)

TK-A3-A 용해조 3,500 7.5 x 1 1.5(수평 ) 알루미늄

TK-B3-A 용해조 3.500 7.5 x 1 1.5(수평 ) 알루미늄

TK-C3-A 용해조 3,500 7.5 x 1 1.5(수명 ) 알루미늄

TK-E2-A 원심분리기 100 2 x 4.75 stainless steal

TK-G3-A 원심분리기 100 2 x 4.75 S떠i띠ess steal

TK-R3-A 원심분리기 100 2 x 4.75 stainless steal

TK-G5-A 유기용매 3,500 8 x 11 stainless steal

TK-L9-A pu Cell 25 1.1 x 4 stainless steal

TK-RI-A 유기용매 조제 3,500 8 x 11 stainless steal

TK-R5-A 유기용매 처리 3.5Ol이 8 x 11 stainless steal

표 3.15 Solvent Treatment Tank의 규격

용도
용량 칙경 및 S파rilar

비고Tank No.
(g떠) 높이 (ft) "HOT" 않따〈

TK-Rl 20F ta파‘ 5,000 10 x 9.25 IOF ta따〔

TK-R2 20W ta파‘ 1,725 7 x 6.75 1,725 g머.

TK-R5 9.500 10 x 22
교반기， 2“

orgamc -
coil 잃Oft

TK-R7
centrifuge

9,500 10 x 22
receIvers

TK-R6 Decanter 540. 4 x 5.8 Decanter

TK-R8
wash

5,000 10 x 9.25
교반기， 2“

-
collection coil 494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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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Laboratory Cavern Waste Receiveres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저준위 방사성 폐가물을 수집하는 탱크는

2개(UH-3， UK-4)이며 용량은 각각 9,500 gal 아다.

5) Chemical Storage Tank

이틀 탱크의 규격은 표 3.16과 같다.

표 3.16 Chemical Storage Tank의 규격

Ta따〈
용도 용량(g려) D x H(ft) 재질

l “ coil
No. 걸이 (ft)

TK-10 질산 저장 3,500 8 x 10 S.S -

TK-ll
질산 저장 100αB 25 x 30 S.S

TK-12
154

TK-13 회수질산
8,000 10 x 14 5.S -

TK-14 저장

TK-20 Caustic
20,000 15 x 24

Carbon Steal
TK-21 저장 (내부 고무피복)

70

TK-30
Demi-water

100.000 25 x 30 Aluminum 94
저장

TK-40
탄화수소

65,000 22 x 24
Carbon

-
저장 Steal

TK-41 TBP저장 25,000 15 x 24 ” 75

TK-50
sulphuric

500 5x5 ” -
acid 저장

TK-P1
TK-P2 UNH

100,000 25 x 30 S.S
TK-P3 회수 처장

300

TK-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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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해조(Dissolvers)와 배기 체 처 리장치 (Off-gas Equipment)

3의 용해조가 았으며 각각의용해조는 용해조tower， Knock-Out

Pot, Ammonia Scrubber, Off-Gas Heater, Silver Reactor, Off-Gas

Filter둥을 부속설비로 가져고 었다.

1) 용해초(Dissolver)

용해조는 외경 8 ft, 높이 12 ft 4 in 이고， 폼체 두께는 5/16 in,

bottom head 두께는 1 in, top head 두께는 9/16 in 이다. 가열과 냉각을

위여 2“ pIpe 약 813 ft 가 코일 형태로 내장되어 있다.

2) Dissolver Towers

용해조에서 발생하는 off-gas와 질산을 함유한 증기를 냉각 웅축

시켜 웅축된 질산은 용해조로 되돌려 보내고 off-gas는 처리계통으로 보

내는 가능을 가진 웅축기 이다. 증기가 shell-side로 도입되고 냉각수는

fin-tube 내부를 통과한다. 외경이 4 ft 4 in 이고 전체 높이가 23 ft 이

며 단열재로 보온되어 었다. 용해조와 연결된 증기엽구는 16 in이고，

off-gas 출구는 10 in 이 다.

3) Dissolver Knock-Out Pots(De-Entrainment Towers)

Dissolver Towers에서 나오는 off-gas중에 함유된 액체를 제거하

기 위한 장치로 크기는 외경이 4 ft 높이가 5 ft 2 in 이며 내부에 스테인

레스 스틸로 만든 Raschig Ring이 2 ft 깊이로 충전되어 있다.

4) Ammonia Scruubers

암모니아 홉수장치는 bubble-cap column 이고 내경이 30 in. 이

며 높아가 7 ft 10 in. 각 단따다 직경 4 in. 의 bubble-cap 어 12개 설치

되 었고 단수는 3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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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ff-Gas Heaters

Off-gas heater를 silver reactor에 보내가 전에 가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외경은 2ft 8 in.이고 길이는 11 ft이며 내부에 171 개의 증기

가 통과하는 1 in. fin-tube가 설치되어 있다.

5) Silver Reactors

요오드(Iodine) 제거를 위한 장치로 외경 4 ft 6 in. 높이 13 ft 이

며 보온이 되어 었다. 현채는 은(Ag)대신 다른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7) Off-Gas Filters

Off-gas를 방출하기 전 최종단계로 filter(HEPA filter)를 통하여

여과한다.

라. Uranium and Acid Concentrators and Condensers

Purex공정에서 사용하는 증발농축기는 i) HCP, leu 및 ZED 유체

의 증기를 이용한 TBP striping 및 농축， 너) 수용성 폐기물의 감용과 칠

산 회수를 위한 2 개의 질산 농축기가 있다. 이들 5채의 대형 농축기들

은 “vessel class I" 에 속한다.

1) 대 형 농축71 (Large Concentrators)

대형 농축가는 수직관형의 수증기 가열 방식의 자연대류 방식이

고， 길이 10 ft의 1 in tube 1 ，2607~로 이루어진 가열부분과 가열관 상부

에 직경 9 tt, 높이 14 it 의 bubble-cap 및 충전탑이 같이 설치되어 있

다.

작은 것은 길이 10 ft의 1 in tube 6307~로 이루어진 가열부분과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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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상부에 직경 4 it 7 in, 높이 14 it 어다.

Striping을 위한 소형은 직경 9 ft, 높이 14 it 의 관 상부에 각각 4 in.

bubble-cap 이 162개 설치된 트레이가 7단 셜치되어 었다. 그리고 이 위

에 다시 1 in. raschig ringq 3 it 충전된 충전탑야 설치되어 었다.

2) Condensers

Cayon에 설치된 표준형 용축기의 규격은 표 3.17과 같다.

표 3.17 표준형 웅축기 의 규격

Large Condenser Medium Condenser

a.D. of Shall, <inch) 37 18

Over all Length, (ft) 10.5 10

Number of Tube 닮8 108

Tube Size 1 in. O.D.02 B.W.GJ by 9 it long

Heat Transfer Area,
1.050 200

(s다. £1: inside base)

Number of tube Pass 6 4

Number of baffles 4 4

Size of Yap아 Inlet Nozzle 16 8

마. Acid Absorber and Fractionator

공정에 사용한 질산의 회수 및 농축을 위하여 사용한다. 농축에는

잔공증류장치를 사용한다.

바. Centrifuges

Purex공정에서는 두가지 형태의 원심분리기가 사용된다.j) 고-액분

-205-



리용 원심분리기 (G-E2. G-E4)로 용해조를 나온 용액을 처리하기 위한

것과， iD 고-액-액의 삼상분리 (G-G3 ， G-G4, G~R3， G-R4)용으로 유기용

액에 현탁된 고체입자와 수용액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원심분리기 회전체의 크기는 내경야 48 in. 이고 높아가 24 in. 이다.

회전속도는 1,150-1 ,750 p.p.m. 이다.

사. Plutonium Concentrator and Product Removal Vessels ι

1) Plutonium Stripper

Plutonium용액에 함유된 휘발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Plutonium

Stripper는 높이가 28ft 이고 수직장관형으로 하부에 길이 6 it 의 1 in.

tube 가 13개 설치 되 어 있다. 그리고 상부는 strirring 및 de-entrainment

section 이 다. De-entrainment section은 내경 7 in. 높이 9.5 ft의 충전

탑 2개가 병열로 부착된 형태이다.

2) Plutonium Concentrators

Plutonium Concentrator는 높이가 24 ft 이고， 역시 수직장관형으

로 Plutonium Stripper와 유사한 형 태 이 다.

3) Plutonium Condensers

외 경 1 inch(BWG No. 12) 길이 5 ft tube 10 개 , shell 직 경 6

inch 3 pass 로 구성되어 있음.

4) Plutonium Receiver

농축된 Pu용액을 저장하는 용기로서 jaket가 부착된 실린더 형태

의 ta따‘로 내경 5-5/8 inch, 길이 6ft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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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파 기 기 (Pumps, Jets, and Agotators)

가‘ Canyon Service Pumps

1) Introduction

Canyon에서 27개의 submerge, deepwell, 및 turbine형의 펌프가

사용된다.

2) Basis of Selection and Design

가) Head-capacity caracteristics : 넓은 범 위 의 head와 용량의 변

화에 적웅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head 범위는 21 it에서 108 ft,

유량은 10 ton/day 기준으로 10 에서 200 gaνnun 정도가 요구된다.

나) Materials of Construction : 펌프에 사용되는 액체에 대함 부

식과 eosion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것이 요구된다.

다) Life expectancy : 최소 1년 이상 보수없이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Leakage: 방사성액체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마) Flushing and draining : 펌프는 홉입배관측에 포케트형상으로

인하여 세척할 수 없거나 하지 않도록 완전한 drain 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Strangth : 펌프는 원격취급야 가능한 강도를 지녀야한다. 이

러 한 목적으로 multistage, submerge, deepwell turbine-type 펌프가 선정

되었다.

-207-



쫓뿔 핏뿔



제 4 잠 브서
‘:.. ..., 빛 겹A~

져I 1 절 분석[1 ， 2, 12-14]

1. 플루토늄의 검출 (The Determination of Plutonium)

가. Gener외

플루토늄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유용한

분류방법 중의 하나가 시료중의 플루토늄량 lmg을 기준으로 하여， 이 보

다 큰 경우를 ‘macro’ 적온 경우를 ‘IIDcro’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 분류 방

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량(rnaα'0)분석의 기본이 되는 방법은 산환一환원적청법， 분광분석법

(spectrophotometry), X-ray absorptionmetry, X-ray emission

spectrometry 둥이고， 미량(micro)분석의 기본이 되는 방법은 a-션 계측!

통위원소 희석 에 의한 질량분석 , spectrometry of complex ion,

polarography, microcoulometric titration 퉁이 있다. 분석에 있어서 실체

로 이들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실험실의 조건， 사용기기，

작업자의 숙련도， 시료의 형태， 소요시간， 요구되는 정밀도 등의 여러 가

지 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플루토늄 분석을 위한 표준사약과 기기교정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일

차표준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라한 목적에 사용될 표준물질이

필요하다. 이 표준물질은 일반적으로 National Breau of Standads에 의 한

pu금속이 사용된다.

플루토늄 금속은 극혀 반웅성야 크기 때문에 저장기간동안 표면에 산

-209-



화막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과 산소를 차단활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려용기 (vi려)에 넣고 내부를 진공으로 하거나， 건조

한 불활성 기 체률 충전하거나 magnesium percloride, litium hydride 둥의

강력한 홉수제를 넣는다. 띤얼 금속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변색된 경

우에는 일차 표준으로 사용하기 전에 표면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표면

청소는 anoidic polishing이나 흐르는 불속이나 건조환 불활성기체 분위기

에서 표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실험실 분위기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취급

할 수 있는 일차기준이 될 수 있는 플루토늄화합물을 찾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노력한 결과， plutonium sulfate tetrahydrate와 double chloride

cesium and plutonium(CszPuCI6) 및 수화물을 BOOae 로 가열하여 무수

Pu(S04h이 후보물질로 되어있다.

나. 산화-환원 적정 법 (Oxidation-Reduction Titration Methods)

1) Ce(IV) Titration Methods

플루토늄은 여 러 가지 환원제를 사용하여 Pu(ill)로 환원할 수 있

고 이를 다시 Ce(IV)로 적정하여 Pu(IV)로 변환시켜 전위차적정

(potentiometric)볍에 의하여 종말점올 구할 수 았다. 정밀도는 pu 총량이

mg 청도인 경우에 +0.5%에서 +0.02%정도이다.

질산염에 의한 방해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은 보통 황산용액에

서 행해지며 적어도 2-3회 이상 S03증기가 발생하도록 증류하여 휘발성

산의 음이온을 제거한다. 또한 질산이온이 존재하눈 용액에서 먼저

sulfamate를 가하여 질산기를 파괴한 후 Ti(III)를 사용하여 pu이온을 환

원하여 3가로 한 후 Ce(IV)를 이용하여 적정하고 종말첩은 색변화에 의

하여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Fe, U, Ti, V, Cr 둥의 플루토늄 이온의 산화 환완 반웅사이클에 방해

를 미칠 수 었는 원소가 존채하는 경우에는I anion exchange method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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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방해야온을 분리하거나 pu이온과의 전위차를 이용하여 2단계

적정에 의하여 방해이온의 영향을 체거하는 방법 동을 사용한다.

2) Dichromate Titration Method

쇠~ H2S04용액중의 플루토늄 이온을 Jones clournn의 Zinc

amalgam을 사용하여 3가로 환원한 후 직접 표준 K2Cr04용액으로 적정

하여 4가 이온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적정 점의 결정은 electrometric 을

사용한다. Weigh buret를 사용할 경우 99% 이상의 정밀도를 나타낸다.

적정점 측정을 위해서는 Au-Au전극을 사용하여 소량의 전류를 흘려보낸

다.

3) Titration of PU(VI)

플루토늄은 가열된 HCIO, 가열된 과망칸산， Ag(II) 동의 산화재에

의하여 6가 상태로 산화될 수 있다. 조건을 적절히 하면 이 산화는 정량

적으로 일어나고 여분의 산화제는 플루토늄을 환원시키지 않고 제거될

수 있다. 야어서 Pu(VI)는 척당한 환원제에 의하여 정확히 적정될 수 었

다. 보통 환원제로는 Fe(II)가 사용된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플루토늄과 함께 존재하는 철과 우라늄이 공존하여도 분

석에 방해받지 않는다.

- 분석단계가 간단하고 단순하다.

- 정량의 종말점이 오직 하나로 정해진다.

이 방법은 산화제에 의하여 강한 상화상태가 되어 철이온을 환원사킬

수 있는 물칠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물질들은 Cr, Mn, V ,

Au, pt 등 이다. Ce는 산화제로 Ag(II)나 가열된 과망간산을 사용할 경우

는 방해가 되나 perchlorate를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 Potentiometric Method with HCI04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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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차적정법을 사용하면 시료 중 pu의 총량아 200 mg 이상일

경우 표준시료로부터의 오차 한계는 +0.02%이내 이다. 플루토늄의 산화

는 발연 HCI04로 2회 행하며 여분의 산화제논 희석(?)으로 제거한다.

Pu(VI)는 약간 과영의 표준 FeU!)로 Pu(IV)로 환원하고， 표준 Ce(IV)로

적정 한다. 종말점 확인을 위한 전극은 Pt-ca1omel전극을 사용한다. 염화

물， 질산이옹， 유기산 둥의 방해는 과염소산을 이용한 산화고정에서 제거

되나， 인산염이나 황산염의 영향은 제거되지 않는다.

나) Amperometric Detennination of Plutonium

야 방법은 플루토늄을 O.5N H2SO4용액 중에서 AgO를 사용하

여 Pu(VI)로 산화하고 이룰 표준 FeS04룰 사용하여 Pu(IV)로 환원하면

서 amperornetric 에 의하여 적정 종말점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황산으로

건조한 시료를 0.5N 황산에 용해시키고 여러번에 걸쳐 10 mg에서 25

mg의 고체 AgO로 처리한다. 흑색의 침전이 생거고 용액의 색이 혹색

갈색이 되면， 플루토늄을 완전히 산화시키고 여분의 Ag(ll) 있는 것이다‘

10분 내지 15분간 기다린 후 여분의 산화제를 IN의 황산으로 희석하여

파괴시킨 후 용액을 약 &5 °C로 가열한다. 용액의 산도를 6N으로 높이고

IN 의 황산에 용해된 상온의 0.05N의 FeS04로 플루토늄을 적정한다. 종

말점을 측정하기 위한 amperometric은 포화 황산수은 기준전극과 회전하

는 플루토늄 미세전극 사이에 +0.6V의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측정한다.

이 방법의 정밀도는 시료 중 pu의 양이 10-20 mg 정도인 경우에 표준

시료로부터 +0.06% 이내의 오차법위를 갖는다.

다) Coulomertric Titration of pu(VI)

플루토늄을 6가 이온의 형태로 정량하는 또 다른 한가지 방법

으로 Fe(I!)이옹을 Couommetricall하게 생성시켜 적정하는 방법이다. 이

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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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ulomertric Titration Methods

Coubnetric Titration은 목적 물질의 산화나 환원와 제어가 100%

의 효율이나 또는 전류효율야 완전히 재현성이 있는 조건에서 성립된다.

전해질을 통과한 전류량을 측정하여 반웅물질의 양을 계산하는 것이다.

적당한 요구되는 반웅의 종료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적정에

이용훨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한 2가자 형태의 분석법이 개발되어 있는

데 그 이름은 각각， constant current coulorneσy(정전류 전류량 분석법)

과 constant potential coulorneσy( 정전압 전류량 분석법) 이다.

가) The Constant Current Coubnetric Methods

정천류 분석법은 적정시약이 전기분해에 의하여 생성되며， 그

가본은 전위차적청에서 적정용 뷰렛 대신에 전극과 전류공급장치로 대체

한 것이다. 요구되는 조건은 적절한 전극과 전류밀도， 전해질 용액을 선

정하여 전류효율이 100%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종말점의 측정은 일반적

인 방법을 사용한다. 전해가 진행되는 동안 흐르는 전류를 정밀하게 측정

하여 ‘Faraday ’의 법칙에 의하여 생성된 산화제 또는 환원제의 당량수를

계산한다.

V, Pt, Au, Ce, Sn, Hg 퉁이 방해물질로 작용하며， 정밀도는 시료 중

pu의 양이 1 mg 정도일 때 +1%, pu의 양야 3 μg 정도일 때 +5% 정

도 표준시료로부터 편차를 보인다.

나) Controlled Potential Coulometry

이 방법의 정밀도는 시료 중 pu의 양어 10 mg 정도일 때 ±

0.05%, pu의 양이 1 mg 정도일 때 +0.1%, pu의 양이 % μg 정도일 때

+1.5% 정도의 표준시료로부터의 오차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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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ontrolled Potential Coulomeσy with Generation of Interme

diate Reagents

HCI04로 산화시칸 6가의 pu이온을 Potential coulometry방식으

로 생성시킨 Fe{!I)로 적정하는 방법으로 청밀도는 시료 중 po의 무게가

12-50 mg 정도언 경우 +0.1 ~+O.2% 정도이다

다. Other Electrometric Methods

플루토늄 4가 이옹을 옥살산용액중에서 일반적인 polarography 방

식에 의하여 측정할 수도 있고， 염산이나 질산용액중에서 플루토늄 미소

전극을 사용하여 square wave polarography방식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측정한계는 10-5 M이하 이다. 또한 high sensitive voltage

scanning coulometry방식을 적용하면 플루토늄 농도 10-7 M 정도까지 측

정할 수 있다.

라. X-Ray Absorption and X-Ray Emission Methods

1) Absortionmetry with Polychromatic Beam

다파장 X-선이 중원소가 함유된 용액이나 합금을 통과할때 광홉수

가 바례적으로 일어나 감쇄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X-ray는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X-ray head를 사

용하며 사용최대 전압은 50-85 kv이고， 검출기는 Ionization Chamber나

Scintillation Screen을 사용한다. 사용하는 용액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이 함유된 절산이나 TBP용액이고 소량의 가벼운 원소{AI둥)가 함유되어

었다. 측정가능한 우라늄 농도는 30-mm cel1~ 경우 0.1-15 g/ £ 이고， 1

mm cell인 경우는 500 g/ ~ 이다. 측정 정밀도는 +0.2% 이고，

‘cnss-cross’ 측정기술을 이용하면 정밀도가+0.1% 정도가 된다. 플루토

늄에 관한 정밀도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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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plication of Gannna Rays

이 방법은 전자파의 발생원이 X-ray와 다를 뿐 그밖의 사항은 동

일하다.

3) Adsorptiometry with Monochromatic Beams

X-ray tube에서 발생한 x-선을 펼터 퉁으로 걸러서 단색광에 가

까운 x-션을 사용한다. 이 단색팡은 다색광에 비하여 매우 약하여 측정

에 시간이 펼요하나，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흡수법칙을 따른다.

log(I~I) Km

여기서 m은 시료의 단위면적당 홉수물질의 질량이고， k는 질량흡수계수

이다.

4) X-ray Emission Spectrometry

서료를 x-선으로 照射하여 K 또는 L각의 전자를 여기시켜 여 여

기된 전자가 다시 기저상태로 돌아갈때 방생시키는 x-션을 측정하는 방

볍이다.

X-ray Spectrometry는 일반적으로 그 정밀도가 +1% 정도이며， 촉청

범위는 2 X 10-3
- 8 X 10-3 M pu 정도이다.

마. Spectrophotometric Methods

용액중의 플루토늄 이온을 이온 그 자체나 또는 유기물질과 색이

있는 착이온을 형성하게 하여 absortiometry에 의하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Pu이온을 직접 측정하는 경우는 이온 농도가 높은 경우에 이온의

산화가를 3가，4가 또는 6가의 단일상태로 변화 시킨 후 측정한다.

분석에 유용한 홉수대의 파장은 각각 PuOII)는 602 mμ ， Pu (IV)는 470

mμ ， Pu(V)는 569 mμ ， Pu(VI)는 833 mμ 이다.Pu이온을 직접 측정하

는 경우의 정밀도는 시료중 Pu의 양이 mg 정어인 경우 +0.5- +1.0%

-215-



정도이다.

유기물질과 착화합물을 생성사켜 측정하는 경우에는 5 - 15 μg 까지

도 측정 가능하다.

바· Complexometric Titration Methods

EDTA(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Cu-PAN(copper-1

(2-pydilazo)-2-naphtoI)둥을 사용하여 색변화로 종말점을 측정하며 빠르

게 적정하는 방법이다. 오차는 전자의 경우 po 총량어 5-15 mg 일때 ±

1% 정도이고， 후자는 Pu 총량이 8-40 mg 일때 0.1 mg 정도이다.

사· Alpha Counting Methods

이 방법은 저농도의 pu농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

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다른 a-선 방출핵종야 섞여 있지 않

거나 적당한 분리방법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 a-선 방출핵종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a-션의 에너지를 분석하여 분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a-선 측정을 아용하면 매우 소량의 플루토늄도 측정이 가능하다.

백그라운드의 a-선 방출율은 1 count/min 이하 인데 비하여 Pu2399-l a

-선 방출율은 1.36 x lOll/min 이다. 따라서 a-선 측정방법은 폐기불， 생

물， 토양， 불， 공기 둥에 포함된 흔적량 정도의 플루토늄을 측정하는페 적

합하다. 그러나 이방법은 여러가지 측정오차 가져올수 았다. 이들 오차를

일으킬 수 었는 요인은 두가지 분류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알파선 방출

율을 플루토늄의 무게로 환산하는 과정의 불확실성 이고 다른 하냐는 a

-선 방출율의 절대치를 측정하는 과정의 불확실성 야다. 첫번째의 불확

실성은 이미 앞에 수록한 바와 같이 여러종류의 pu동위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 Isotopic Dilu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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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소 희석법은 총량이 알려진 추적자 동위원소를 총량이 아려

진 시료에 넣어 추적자와 시료의 화학적 형태를 동일하게 하여 분리과정

을 거친 후 동위원소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추적자의 동위원소 희석

을 측정하여 사료중의 원래의 원소 농도를 계산하는데 이용한다. 질량분

석장치 (rnass-s야ctrorneter)와 Pu-잃0， Pu-242 이용하여 플루토늄의 동위

원소 측정에 사용한다.

Pu-238은 a 에너지 분석법과 병용하여 동위원소 혼합불 분석에 추적자

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질량분석법에도 사용되고 었다. Pu-242를 동위원

소 화석법에 추적자로 사용할 경우의 일반적인 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C= C
t

Rs(Rm - R t) ( 낄~~ ) ( l~O ) 추적자부피
Rs - Rm \ 242 / \ P 시료부피

여기서 C: 시료중의 pu농도

Ct: 추적자중의 Pu-242 농도

Rs : 시료종의 pu- 2391Pu-242 비

Rm : 시료와 추적자 혼합물중의 Pu-239，깨u-242 비

Rt: 추적자중의 Pu-239/Pu-242 비

p: 시료 pu 중의 Pu-239의 중량 %

이며 Ct와 C는 동일한 단위이고， Rs, Rm, Rt는 모두 원자수의 바 이다‘

이 방법의 정말도는 +0.2% 정도이며， 장점은 다음과 같다.

- 0.1 μg 이나 그 이하의 시료 분석에도 사용할 수 았다.

- 추적자를 첨가한 후에 시료로부터 플루토늄을 화학적으로 완전히 추

출할 필요가 없으며 화학추출의 효율을 알 필요도 없다.

- 정밀도가 높다.

- 동위원소 분석과 농도분석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Pu-242의 농도가

이머 알려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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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량분석 (The Isotopic Analysis of Plutonium)

가· General

플루토늄의 동위원소 성분 구성은 직접적으로 원자로내 연료의 거

동과 플루토늄의 감마선 조사준위에 영향을 며친다. 또한 화학분석을 a

션 계측방법으로 한 경우 이를 중량으로 환산하는데 필요하다.

플루토늄의 동위원소 분석은 경우에따라 spectrometry나 radiometric·

method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mass spectrometry를 사용한

다.

나· The Mass Spectrometric Method

소량의 시료를 이용한 플루토늄 질량분석에는 보통 질산염이나 염

화물 용액을 공기중에서 W. Ta 또는 Re 필라벤트 위에서 증발 건조시켜

고용으로 가열하여 플루토늄 이온을 발생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다· The Emission Spectrometric Method

통위원소에 따라 각자 특수한 파창을 방출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분

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의 측정 정멀도는 +2% 정도이다. 이 방식은

질량분석법에 비하여 장쳐의 가격여 싸고 간단하나， 훨씬 많은 양의 시료

가 필요하고 숙련을 펼요로 한다.

라· Radiometric Methods

1) Alpha Energy Analysis

플루토늄 동위원소를 방사선 측정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a -energy

분석법， β -a 비 측정법 및 자발적핵분열 측정법이 있다， 이들 방법은 각

각 플루토늄의 동위원소에 따라 측정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다-

a-얻nergy분석법은 보통 Pu-238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po一-238의 a 에너지 피크는 대략 5.5 Mev인데 비하여 Pu-239와 Pu-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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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a 에너지 피크는 약 5.15 Mev아고 Pu一241과 Pu-242의 a-선 방출은

거의 측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통 단순하게 a-선 방출비를 측정하여

Pu-238의 함량을 구한다. 또한 이 방법은 플루토늄 중에 함유된

Np-239(4.8 Mev) , Cm-242(6.l Mev)의 양을 측정하는데도 사용된다.

2) Beta Counting

β 방사성 측정은 방사성의 절대치를 측정하거나 낮은에너지의 β

방사성을 정밀하게 재현성 있게 측정하는 기술을 이용한다면 플루토늄중

의 Pu-241의 함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 를 위하여 4π 액체형광계측기가

사용된다.

3) Spontaneous Fission Counting

자발적핵분열의 측정은 플루토늄중의 Pu-240의 양을 측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은 질량분석기를 사용하지만 시효의 양이

많다면(mg이상) 장기간 동안의 자밥적핵분열을 계측하여 측정할 수 있

다. 이것은 Pu-240의 자발적핵분열율이 Pu-239나 Pu-241 보다 큰 성질

을 이용한 것이다.

3. 플루토늄 함유불질의 분석

가. The Analysis of Plutonium Metal.

1) Sampling

금속 덩어리로 부터 시료채취는 절단， 굴착， 연삭 풍의 방법에 의

한다. 금속판으로 부터는 천공이나 절단 동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시료채취는 이러한 작업은 물로 냉각하면서 행하여야 하고 채취한 시료

는 건조공기냐， 불활성기채 분위기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시료는 산화속

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너무 작은 크기나 분밀로 채취하는 것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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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채취한 시료는 진공， 불활성기체 분위기 또는 CCl4에 담아 보관

해야 한다. 시료가 심하게 산화된 경우에는 음극처리 (anodic polishing)의

하여 세척하기도 한다. 음극처리에 사용하는 용액은 20% K2C03룰 사용

하거나 에틸렌글리콜에 fu04를 녹인 용액을 사용하며 전합은 20 - 25

volt뜰 사용한다.

2) Dissolution

금속 플루토늄은 모든 할로겐산에 용해되나 보통 6 N HCl이 사용

된다. 이 보다 붉은 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슬러지가 형성되는 수가 있는

데， 이 경우 30% H202를 몇방울 떨어뜨랴고 가온하면 용해된다. 만일 시

료가 다량의 산화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잘 용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HF

를 몇방울 장여 용해시킨다.

나. The Analysis of Miscellaneous Plutonium Compounds

플루토늄은 분석하고자 하는 사료내에 산화물， 가바아드， 과산화물，

또는 염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어들은 대부분 3가나 4가화합불로 존

재하나 6가로 존재하는 경우도 얄려져 있다. 또한 시료에 함유된 플루토

늄은 유지화합물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었고 계측에 방해가 되는 물질

과 공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리가 펄요하다.

1) The Dissolution of Plutonium Compounds

플루토늄 화합물중 2산화 플루토늄은 유일하게 용해가 어려운 물

질이다.Pu02는 85 -100% IhP04, 10 M HN03 + 0.05 M HF 또는 5M

HI 로 용해하거나 HEr을 환류시켜 용해한다. 또는 Sealed Tube Method

를 사용하면 2α)()"C 이상에서 하소된 Pu02도 효과적으로 용해할 수 있

다. 이 방법은 시료를 진한 HCI과 몇방울의 HCI04과 함께 석영관에 넣어

밀봉한 후 48시간 이상 325-350 OC 로 가열하는 것이다. Potas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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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sulfate 또는 ammonium bifluoride와 함께 융해 하는 것도 Pu(}z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용해서키는 방법이다.

PuOz와 UOz가 혼합된 경우에도 Pu02를 용해시키는 방법으로 용해할

수 있다. 소량의 PuOz가 함유된 시료를 HN03로 용해할 때는 소량의 HF

를 첨가하면 용해속도가 크게 빨라진다.

2) The Spectrographic Analysis

이 방법의 특성은 이마 앞에서 기술하였다.

3) The Determination of Plutonium

시료를 용해한 이후의 플루토늄 측정법에 관하여는 이미 앞에서

기술하였다. 세라믹연료 형태나 스크랩 둥의 고체시료는 그 불용성 때문

에 때때로 비파괴 검사를 필요로한다. 이 경우 중성자나 감마선 촉정에

의한 분석이 시행되며 정밀도는 384 kev의 감마선을 촉청하는 경우 UOz

펠릿에 10% 정도의 PuOz가 함유되었을 때 표준사료와의 편차가 +0.3%

정도이고 원자변호가 낮은 원소를 주체로한 1 t 의 혜기물에 O.2~50 g의

pu가 함유된 경우에는 면차가 +30%정도에 이른다. 또한 순도가 높고

큰 시료의 경우 자발적분열반용 둥에 의하여 중성자 방출율이 훨씬 증가

한다.

체 2 절 검사(Inspection)[11

1. General Infonnation on Inspec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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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토늄 시설을 운영하는데는 고려해야할 여러가지 개념이 었다. 플루

토늄의 취급은 플루토늄의 물리적.화학적 형태， 연구목적， 심지어는 시설

부지의 지리적 위치도 고려해야 한다. 취급은 Frogman-suit Area, Glove

Box, Open Front Hood, 근처에 환기설비가 있는 Open Laboratory 또는

Open Laboratory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플루토늄의 Inspection은 플루토늄의 독성， 방사성， 핵적성질 풍을 고려

하여 이에 맞는 설비와 기기를 필요로하며 안전에 필요一한 취급절차를 마

련하여야 한다. 또한 플루토늄은 임계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작은 질

량단위로 나누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어펀 형태의 화합물이나 합금은 순

수 금속보다 발화성이 강하므로 이에 관하여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2. Radiography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 기술은 X선， 감마선 또는 중성자 선속을

사용하여 물체의 두께와 멀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물체즐 통

과한 방사선의 강도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I = 10 exp(-μx)

여기서 I = 물체를 통과한 방사선의 강도

10 = 물체를 통과하기 천의 방사선의 강도

x= 물체의 두께

μ= 물체의 선홉수계수(linear absortion coefficient)

플루토늄의 선흡수계수 값을 표 4.1에 수록하였다.

3. Autoraiography

Autoradiograph는 보통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션을 Pinhole-camera

둥을 사용하여 펄름에 감광시켜 얻는다. 이 방법의 장점은 비파괴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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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Calculated X-ray and Gamma-ray Attention Coefficients for

Plutonium{Z = 94)

Energy,
반웅단면적.B하ns(lO-t4c며) 감쇄계수

Photo- Atomic, Mass,• Linear;"
Scattering PairMev

electric Barns C며/g l/cm

0.03 627 13,200 - 13.800 34.8 679
0.04 426 5.700 6,130 15.5 302
0.05 312 3,020 - 3,330 8.39 164
0.06 243 1.780 2,020 5.09 99.3
0.08 171 778 949 2.39 46.6
0.10 130 409 539 1.36 26.5
0.12256 101 222 323 0.814 15.9

KO.122닮# 101 1,660 1,760 4.44 86.6
0.15 81 976 1,060 2.67 52.1
0.20 61 455 516 1.30 25.4
0.30 44 159 - 203 0.512 9.98
0.40 35.7 80.0 116 0.292 5.69
0.50 31.0 47.0 78.0 0.197 3.84
0.60 27.9 31.9 59.8 0.151 2.94
0.80 23.6 17.5 41.1 0.104 2.03
1.0 20.8 11.6 32.4 0 ‘ 0817 1.59
1.5 20.6 5.60 0.81 27.0 0.0681 1.33
2.0 14.0 3.63 2.46 20 ‘ 1 0.0507 0.989
3.0 10.9 2.08 5.45 18.4 0.0464 0.905
4.0 9.09 1.46 8.04 18.6 0.0469 0.915
5.0 7.82 1.09 10.1 19.0 0.0479 0.934
6.0 6.91 0.90 11.5 19.3 0.0487 0.950

8.0 5.65 0.65 14.0 20.3 0.0512 0.998
10 4.80 0.50 16.3 21.6 0.0않5 1.06 .

15 3.54 0.33 20.7 24.6 0.0620 1.21

20 2.84 0.24 23.9 27.0 0.0681 1.33

30 2.07 0.17 27.8 30.0 0.0756 1.47

* . 원자질량 239로 계산

** : 밀도 19.5 g/e미로 계산

# : K ~ K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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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것이며 단점은 다른방법에 의하여 비교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값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4. Reactivity

반응성 검사는 사료에 중성자를 조사하여 중성자의 감쇄， 증가 또는 핵

분열율 등을 측정하여 시료중에 함유된 플루토늄이나 기타의 분열성물질

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핵연료의 조사 전후의 핵분열성

물질의 함량변화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5. X-ray Diffraction

X-ray, 전자， 중성자 회철법은 검사시 물질의 화학적 성분과 물리적 상

태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회절법은 시료의 표면총〈수

mil 두께)을 검사할 수 있다.

6. Density Times Thickness Gage(D x T)

균일한 물질에 통과하는 r-션의 변화를 측정하여 단위면적당의 질량

을 측정할 수 았다. 만일 시료의 밀도와 질량흡수계수가 일정하다면 두께

를 계산할 수 있다. 이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I = 10 exp[-( μ / p )( p X)]

여기서 p = 물절의 밀도

x = 물질의 두께

(μ/p) =질량흡수계수(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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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amma Scanning

서료를 납으로 만들어진 collimaing lens (10 mID opning) 앞으로 통과

시켜 측정한다. 미조사 UOz-PuOz 펠릿 36개를 에녀지 잃4-kev의 감마선

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검사했을 경우 Pu02 함량을 1.02+0.02% 정밀도로

계축하였다.

8. Neutron and Gamma Count

시료로 부터 나오는 중성자의 수를 계측하여 플루토늄량을 계측하는

방법이다.

9. Swipe Count

표면에 오염된 a-방사성물질을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건조한 시료채집용 걸레 (swab)로 검사하고자 하는 표면을 문질러 닦아서

이 컬레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분석방법은 오염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10. Thermal Tests

플루토늄 급속이나 그 합금의 a 죠;β상변화 둥의 열적특성을 측정하

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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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5 잡 안전성

쩌I 1 절 핵적 안전성과 밀겨1£1 ， 외

1. 핵적안전에 관한 고려사항 <r“~uclear Safety Considerations)

임계는 분열성물질의 양과 배열에 관련될 뿐만 아나라 크기， 형태， 담

겨 있는 용기， 용매나 희석제의 특성， 중성자 반사체의 존채등과도 관련

이 었다.

임계 제어를 위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몇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때로

는 이들방볍의 몇가지를 통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 사용하는 용기를 기하학척으로 안전하게 절계한다. 분열성 물질이

용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량이 툴어가토 엄계에 도달할 수 없도

록 중성자의 누출이 잘 이루어 지도록 한다.

• 운전조건에 물질조성의 한계를 둔다‘

• 머엄계가 유지되도록 한번의 운전에서 취급할 수 었는 물질 총량을

제한하거나 회분식으로 제어한다.

• 저장배열의 한 장소에 둘수있는 물질의 양과 형태를 제한한다.

• 용해 또는 고정된 중성자흡수물질을 사용하여 제한질량을 크게하거

나， 기하학적 형상에 의한 용기의 크기 제한치를 크게 할 수 있다.

2. 엄 계 떼이 터 (Criticality Data as a Basis for Nuclear Safety)

Hanfotd에서 초기에 추산된 pu의 최소 임계칠량온 Pu-239로 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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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water계에서 509 g 이었다. 이 값은 pu농도 33 gl ~ 의 용액으로 외

부를 물로 둘러쌓인 상태로 직겸 12 inch의 구형을 이룰때 이다.

감속재를 함유하지 않은 a-상 금속 플루토늄(밀도 : 19.5 g/c따)의 경

우 외부에 물이 반사재로 존재하는 경우 임계질량은 5.6 kg이고， 반사재

가 없는 경우 10 kg으로 추산된다. 0-상 플루토늄(밀도 : 15.66 g/c며)에

Pu-240 이 4.5 % 함유된 경우의 암계량은 16.28 kg 이고， 물이 반사재인

경우의 δ-상 플루토늄의 최소 임계량은 7.6 kg 이다.

가. Criticality of Idealized Plutonium-Water Mixtures

이상적인 플루토늄←물 혼합물의 임계도는 그림 5.1에서 5.4에 나타

낸 것과 같다. 이 자료들은 +10-15 %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엄계도 실험에는 PuOz와 폴리스틸렌(Polystyrene)의 분말(lOOmesh)혼

합 압축한 것을 입방체로 성형하여 사용한다. 이 때의 플루토늄 밀도는

1.12 g/c며(2.2% Pu-240) 아고 WPU의 비는 15 이다. 이 입방체를 이용

한 임계도 실험의 결과를 표 5.1 에 나타내었다.

또한 이러한 실험들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륜 이용하여 계산된 플루토

늄과 물의 혼합물의 혼합비와 임계칠량과의 관계를 그램 5.5에 냐타내었

고， 플루토늄의 빌도와 엄계절량과의 관계를 그림 5.6과 5.7에 나타내었

다.

나. Effect of Pu240 on Criticality

Los Alamos에서의 측정에 의하면 고속엄계(고속중성자에 위한 업

계)에서의 Pu-240의 순수 분열은 대략 Pu-239의 2/3 정도이며， Pu-240의

함량이 대략 10 %이하인 경우애는 염계질량이 약간 증가할 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금속 플루토늄의 업계질량 계산은 Pu-239의 함량이

10 % 미만안 경우에는 Pu-239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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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Cryticality Data For Pu02-Polystyrene Compacts( H!PU ratio =

15, Pu-240 = 2.2%)

Critical Dimensions, inch Critical Mass, kg pu
Reflector

Length Width Height Exp. Datal) Corr. Data

Lusite 20.35 18.16 3.56+0.02 23.41+0.13 24.15+0.14

Lusite 16.28 15.14 4.07+0.02 17.85+0.09 18.41 +0.09

Lusite 12.21 12.21 5.17+0.02 13.72+0.05 14.15+0.05

Lusite 10.18 10.18 6.47+0.02 11.93+0.04 12.31+0.04

Lusite 9.16 9.16 7.79+0.02 11.63+0.03 12.00+0.03

Lusite 8.14 8.14 9.79+0.03 11.45+0.04 11.81+0.04

Lusite 6.11 7.12 19.70+0.03 15.24+0.02 15.71 +0.02

Nonel ) 12.21 12.21 13.25+0.03 35.15+0.08 36.25+0.08

None2
) 12.08 12.08 13.61 +0.06 - 36.49+0.16

None3
) 12.08 12.08 12.88+0.08 34.50+0.21

1) Uncorrected data. p = 1.086 g/c며 Plutonium

2) Corrected for plas디c fuel coating. p = 1.12 g/c머 Plutonium

3) Corrected rod Materials, base reflection, and plas디c fuel coating.

p = 1.12 g/c미 Plutonium

그리고 Hanford에서의 실험 결과를 기준으로한 Pu-240 함량 4% 미만

인 저농도 플루토늄 용액의 엄계질량은 표 5.2에 수록 하였으며 완전히

구형인 질산 플루토늄 용액의 염계도를 표 5.3에 수록하였다.

또한 물을 감속재로하고 여러 농도 범위의 걸친 Pu-240을 함유한

Pu02 용액의 임계도를 그렵 5.5와 그림 5.8에서 5.12에 나타내었으며，

Pu(N03)4의 엄계도를 그렴 5.13에서 5.1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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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ed kerr for 14-inch Water-Reflected Sphere of Pu(N03)4표 5.2

110 g Nitrate per Liter)

Pu-242, % H/PU 원자비
측정된 pu의

계산된 kefr
임계질량

0.54 824 626 1.0000

1.76 860 656 1.0010

3.12 911 700 0.9942

4.05 953 720 0.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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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Criticality of Plutonium Nitrate Solutions.

임계농도 산농도 Total N03 HlPu 임계질량
Dimension Reflector

g PUI £ Mole g NOy' £ 원자비 kg})

32.8 1.11 118 770 0.76
4‘In

35.5 2.9 216 684 0.82
Concrete

45.2 5.62 410 495 1.05

29.6 1.07 118 848 0.69
10-in

36.6 4.39 310 651 0.85
Concrete

14-in 구형 43.4 6.37 445 518 1.01

23.22 £ 10-in

Concrete 46.4 2.05 175 538 1.08

Hemisphere

33.2 2.08 1.64 754 0.77

Water 38.6 4.07 292 618 0.90

47.5 6‘ 66 462 466 1.10

11.5-in 73 0.2 86 354 0.95

구형 Water 100 1‘9 230 243 1.30

12.95 £ 126 2.2 262 192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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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inimun Critical Concentration for Aqu∞us Plutonium

Solutions

핵물질 용액이 엄계에 도달하는 최저 농도， 대량의 핵분열성 물질의

최고 허용농도(kx)는 Hanford의 실험에 의하면 8.0+0.3 g/ i 이고， 계산에

의하면 7.71 +0.46 g/ ~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Unmoderated Plutonium Metal

a-상 금속 플루토늄의 최소 임계절량과 크기에 관해서는 이며 그

렴 5.1에서 그림 5.4에 나타내었다. 이들 값 중에서 엄계제어에 관한 값을

요약하면 표 5.4와 같다.

표 5.4 Values of Criticality Parameters for Water Rflected Pu-239

Me없I

Phase
질량， Diameter of Infinite Thchness of
kg Cylinder, inch Infinite Slab, inch

최소 임계
a-상 5.6 1.7 0.24
8-상 7.6 2.1 0.28

임채체어에 a-상 2.6 1.4 0.18
사용하는 값 δ-상 3.5 1.8 0‘ 22

마· Plutonium Metal Dissolution

플루토늄 금속이 용해된 계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플루토늄 금속

덩어리가 참기는 경우의 임계에 관한 사항이다. 이러한 겸우는 이러한 경

우는 플루토늄 스크랩을 용해하여 희수하는 과정 풍에서 발생한다. 이러

한 상태에서의 엄계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그림 5.20에서 5.22에 나타내

었다. 그림 5.20에서 곡선의 왼쪽 아래의 영역은 향상 엄계 안전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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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이나플루토늄을 용해할 때 용해 시작5.21에 따르면그림속한다.

중간단계에엄계적으로 안전한 경우에도 용해의완전히 용해된 경우에는

그렴 5.22는 3 kg의있을 냐타낸다.서는 안전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것으로나타낸경우를총 부피가 5~ 가 되게 하는용해하여플루토늄을

350 밍 M 가 될때 까지 엄

플루토늄의 최소 임계질량은 2.8 kg이다.

이 경우 용액의 농도가 40 링 a 를 넘는 때부터

계를 넘어서게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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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ffect of Temperature on Criticality

변화변화와 중성자의 평균에너지온도변화로 인한 밀도의엄계는

균일한 혼합물은물질의받는다.핵분열성온도변화의 영향을인하여로

음의 계수를대부분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엄계 변화는 온도변화 대하여

-246-

갖는다.



6

o
10

5

4

2

3

”}X

-
”
”
〈
흩
}
〈
〕
-
』

-
~
i
Q

l아m100

Me떠l

Water
a -pu239

14 cm

SOLUT ION CONCENTRATION. G/UTER

5.21 Critical Mass vs Solution Concentration
Spheres in PU02 + Water Solution in
Reflector, D(Pu02) = 11.46 g/cm'.

그림

/--

5

2

o
10

4

3

”
}
￥-
”
”
〈
동
닝
〈

μ
-←
-
I
u

lC뼈100

SOLUTION CONCENTRATION. G/UTER

5.22 Critical Mass vs Solution Concentration 3 kg Dissolving into
5 £ Volume

-247-

그림



사· Dependence of Critical Mass on Neutron Reflectors

플루토늄 수용액에 임계에 대한 물의 반사재로서의 영향은 이며 표

5.1-4에 수록하였다. 실린더 형태의 희박한 플루토늄 수용액에 산화베릴

륨-흑연을 반사채로 사용한 경우에 임계철량은 257 g까지 감소한다고 보

고되어 있다. 어떤 주어진 반사재에 때한 임계질량은， 이 계의 중간에너

지 (median energy) 중성자와 관련이 있으며， 반사재의 위치 두께와도 관

련이 었다. 예를 들어 앓은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든 용기는 물의 반사재

역할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나타내지만， 두꺼운 스테인레스강은 물과 같거

나 오히려 반사재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같은 두께의 철과 물온 용액

에 대하여 거의 같은 반사재 효과를 나타낸다.

핵적안전에 적용하는 중성자 반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태로 정의된

다.

(1) 1/8 인치 스테인레스강이나 이와 동둥한 최저 반사

(2) 1 언치 두게의 물이나 이와 동퉁한 정상 반사

(3) 기기 주위를 최저 3 인치 두께의 물리나 콘크리트로 또는 기타의

물철로 툴러쌓인 완전 반사

핵적안전의 관점에서 최저 반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의 경우는 정상반사에 가깝고， 홍수둥에 대비하여 언제나 환전반사의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완전히 구형인 플루토늄의 농도와 중성자 반사체의 형상 및 재질에 따

른 임계 농도는 표 5.5과 같다. 여기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밀도가 2.35 gl

C마이고 다음과 같은 조성으로 혼합되어 만들었다.

- 부펴 2에 해당하는 자갈(3/4 inch 이하 크기)

- 부펴 2에 해당하는 모래

- 부펴 1에 해당하는 포틀란드 시멘트

- 부펴 1에 해당하는 물

이러한 조성으로 만들어진 콘크리트는 반사효율이 물보다 좋았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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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임계농도도 물 보다 8-10 % 낮았다.

표 5.5 Critical Concentration of Plutonium in 14-inch Sphere(23.22 ~)

반사조건
임계농도， h!PU 산농도， Total Nitrate, 임계질량，

pu g/ ~ 원자비 Mole g/~ kg

(1) 29.6 없8 1.07 fJ7 0.69

(1) 36.6 651 4.39 310 0.85

(1) 43.4 518 6.37 싫5 1.01

(2) 46.4 538 2.05 175 1.08

(3) 67.9 344 4.29 336 1.58

(3) 50.4 500 2.28 194 1.17

(4) 75.0 328 2.10 209 1.74

* : Pu-240 4.6 Wt.%를 포함한 총량

(1) : 10 inch 두께의 콘크리트로 툴러 쌓언 경우

(2) : 10 inch 두께의 콘크리트로 표면의 1/2만 둘러 쌓인 경우

(3) : 4 inch 거리를 띄우고 6 inch 두째의 콘크리트로 둘러 쌓인 경우

(4) : 4 inch 거리를 띄우고 표면의 1/2만 6 inch 두께의 콘크리트로 둘러

쌓인 경우

아. Dependence of Critical Mass on Density

반사체냐 다른 물질이 없는 경우의 임계질량은 핵분열성 물질 멸도

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수소 반사체가 있는 경우의 임계질량은 이와는

다른 지수값을 갖고 밀도에 반비례하며 다음에 나타내는 관계로 표시된

다.

임 계질 량 = 비 례상수 x (Core Density)-n

플루토늄의 경우 n값은 2에서 1.5 사이의 값을 가지며， Pu02의 경우는

밀도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다.Pu02에 대한 몇가지 경우의 계산 값을

표 5.6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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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Calculated Critical Mass of Unmoderated PuOz

플루토늄 반사체 없는
지수앓(n)

반사체가
지수값(n)

밀도， g/c며 경우， kg 물인 경우， kg

10.1 20 12.7
~‘n -1.3

4.9 83 32

자. Interaction Between Subcritical Units

각각의 개체는 미엄계상태에 있어도 이러한 미엄계상태의 계가 여

러개 근접하여 있으면 상호간의 중성자 교환에 의하여 임계상태에 도달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젤에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이나

경험에 의하여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각 계의 사이가 1ft의

물이나 콘크리트로 격리되어 있으면 각각 고립된 계라고 볼 수 있다.

3. 플루토늄 취급공정에 적용하는 임계제어 방법.

가. 여러 가지 형태의 임계제어 방법.

핵적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임계제어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은 표 5.7과 같이 과학-기술적 (Scientifical

Technical)언 방법 , 공학적 (Engineering)언 방법 , 관랴척 (Administrac디ve)

인 방법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나. 플루토늄 용액 (Plutonium Solutions)

1) Nuclear Safe Geometry

엄계제어에 잘 사용되는 방법으로 용기 자체의 기하학적 형상애

의하여 미임계가 유지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용기 자체와 설계를 과영

의 중성자를 외부로 방출하도록 하여 , 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된다면 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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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Various Types of Criticality Control

Scientifica1- Technical Engineering Administractive

(Specification of (Maintenance of Safe (Maintenance of Safe

Critically Safe Conditions through Conditions Through

Conditions for Fissile Engineering or Administractive

Material) Design of Equipment) Control or

Procedures)

Shape Design of Equipment

Proc려ures

Volume Arrangment of

Equipment Approvals

Mass Relability of

Equipment Training of Personals

Concentration Interlocks Restricted Use

Enrichment Instrumentation Lockout

Moderation Alrams Accountbility

Effect of Nutron Vacuum Breaker Clear Labeling

Absorbers Clear Instructions

Check Valves

Reflaction Filters Double Signature

Interaction Traps Visual Inspection

Over Flows Frequent Sampling

"Waterprooping" Double Analysis

Mechanic삶

Seperation

Segregation

In-line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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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엄계제어는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었다. 이 방법은 용기의 건전성

이 유지되도록 유의 해야 하고， 주위의 중성자 반사재냐 다른 용기와의

중성자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에 여유를 주

어야 한다.

2) Safe Batch or Mass Limit-Use of Two-Contingency Factor.

한번에 한 용기에 들어가는 플루토늄의 양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그 형상에 관계없야 한 용지에 최저 임계쳐 보다 적은 질량의 플루토늄

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 양을 정하기 위해 부피나 무게를 측정한

다.

이중 우발(Two-Contingency) 조건에 의한 질량제한의 예는 .다음과 같

다-

- 플루토늄의 양을 최 저 임 계 질량의 1.2 이하로(45%) 한다.(실수로 한

번 더 주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용액중에 허용되는 플루토늄의 총량을 균열한 물에 의한 반사와 침

전층을 고려한 최저 엄계질량 아래로 제한한다.

3) Concentration Control-Limiting Critical Concentration of

Plutonium.

플루토늄 수용액의 입계관려 한계농도는 7.8 g PψM 가 사용된

다. 농도가 7.8 g Pu! Q이하면(H;Pu 원자비 3,600 이상) 과잉의 중성자가

수소에 흡수되어 엄계가 방치된다. 불확질성을 고려하여 6.9 g pu/ Q 이

하면 안한한 것으로 보인다. Hanford에서는 큰 용기의 최대 플루토늄 허

용농도는 6 g PUI ~으로 관리하고 있다. 침전이 얼어날 수 있는 공정에

서는 임계에 미치는 침전의 영향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4) Method of Estimating Safe Plutonium Concentration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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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sel That is Not Safe by Geometry.

용기의 “플루토늄 농도의 안전한계”라는 것은 용기내의 플루토늄

이 완전하고 균일한 침전을 형성한 경우에도 최소 임계질량의 90%를 초

과하지 않는 농도를 말한다. 이 한계는 침전이 생성되면서 플루토늄층이

교반되고 있다면 필요하지 않으나 암전둥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

고 있다-

허용농도는 다음과 칼윤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i) 용기내 여러가지 경우의 용액수위에 대한 부피와 Bg2(g∞，metrical

buckling) 계산

(ii) 여러 용액수위를 선정한 후， Bg2 = Bm라 가정하고， 어에 상은하는

플루토늄의 임계농도를 계산한다.

(iii) 각각의 용액수위에서의 임계농도에 용액의 부피를 곱하여 임계질

량을 계산한다.

(iv) 용액수위에 대하여 임계질량을 도시 (plot)하여 최소 임계질량을 추

산한다.

(v) (iv)의 방식으로 구하여진 최소 임계질량을 용기의 총 용적으로 나

누어 안전농도를 구한다.. 여기에 안전계수 0.9를 곱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내경 24 inch, 높이 48inch의 원주형 용기에 적용

하여 채산 실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용기의 부피는 356t 이고， 반사

재는 불로 가정한다.

Bg2(geometrical buckling)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계산된다.

B실 - (2 .405)2 + π 2
~ - (r+ A)2 ' (J

여기서 r : 용기 반경 [cm]

h: 용기 높이 [cm]

A : 6.2 cm (extrapolation lengh : full water reflextion)

계산 결과는 표 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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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Bg2, Geometrical Buckling 계산 결과.

용액높이， 부피， Buckling, pu 임계농도， pu 암계질량，

inch e 10-rlcnr g/£ g

2 14.83 34,340

3 22.24 28,910 300 6,672

4 29.65 23.680 40 1,190

5 37.07 19.950 26.05 982

6 44.48 17,200 21 934

7 51.90 15,120 18 934

8 59.31 13,500 16 946

9 66.73 12,220 14.5 967

10 74.14 11 ,190 13.5 1,001

12 88.97 9.650 12 1,068

이 계산 결과로 용액의 높이에 대한 엄계질량을 도시하면 최소 임계질

량온 액높이 6.3 inch일때 920 g이 된다. 그러므로 용가의 안전농도는

( 920 g)/( 356 £ ) x 0.9 = 2.32 g/ ~ 이다.

4. 잘못된 운전의 예 (Examples of Known Operating Errors)

플루토늄의 엄계사고 중 알려진 몇가지 경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Case I -

한 작업자가 어떤 기하학적으로 안전한 용기에 들어 있는 플루토늄 용

액을 다른 안전용기로 옮기려 하다가 발브조작의 설수로 큰 탱크로 용액

을 이송하였다. 아 이송은 액야 모두 이송되어 연쇄반응이 일어나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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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지 되었다.

- Case 11 -

스크랩을 용해하는 공정에서 미처 용해되지 않은 스크랩 중에 허용치

를 념는 양의 플루토늄이 함유되어 있었다. 즉시 스크랩의 추가를 중지하

고 머처 용해되지 않은 스크랩을 제거 하였다.

- Case III -

연속분리 공정에서 작업의 중지를 위한 최종 작업 기간에， 한 용기에

평상시에 허용된 것보다 높은 놓도의 용액 °1 모였다. 이 농도는 임계관리

한계룰 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Case IV -

작업자가 용융된 금속 플루토늄을 이미 플루토늄이 부어져 있는 주형

에 부었다. 이 이중작업에 사용된 플루토늄의 총량은 암계량에 가까운 것

이었다.

이상의 경우에서는 실제로 임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발생가능

성 이 있는 사고로 분류된다.

실제 발생한 엄계사고는 1962년 4원 7얼 Hanford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제로 연쇄반웅이 일어났다. 이사고는 유리로 만든 용기에 약 1.5 kg~

플루토늄 용액이 축적되어( 이 탱크는 기하학적으로 안전한 용기가 아

니었으며 이 농도의 용액야 업계에 달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었다.)

발생하였다. 반웅은 탱크흘 벼울때 까지 지속 되었으며， 낮은 수준의 임

계폭발이 약 37.5 시간 통안 계속되었고 총계 약 8x 1017개 정도의 핵

분열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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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2 절 시설과 기기 설계[1 ， 11]

1. 공장껄계와 기기배치 (Plant Design and Location Relationship)

미국내의 대부분의 플루토늄 취급시설틀은 USAEC나 다른 미국 정부

기관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건설되었으며 이들시설들은 보통 거주지역에

서 멸려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는 이들 시셜의 위치에 관하여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는 않으나 USAEC에서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멸리 떨

어진 지역이 유리하다. 지금까지 환경과 기상에 판한 인자들이 부지선정

에 중요한 고려사항 이였으며 의심할 여지없이 앞으로도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지절학적 인자도 고려사항 이다. 만일 g단위의 플루토늄이 대

기중의로 방출된다면 기상여건이 좋은 경우에도 광범위한 지역의 지표면

이 오염될 것이다.

2. Glove-Box Facilities

7r. Design Criteria

Glove-box는 배기셜버， 오염 제어를 위한 격납， 오염된 폐기물의 처

분， 배열악 탄력성 등을 갖도록 절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구조는 대중

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고， 경제적으로 펼요한 시기에 지기를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gloxe-box 설계에는 다음에 열

거하는 요건들을 고려할 팔요가 었다.

• Earthquake·zone rating

• Flooding probability

• Annual mean desig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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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 loads

• Soil bearing condition

• Storage space required for equipment, supplies, waste, oil, paint,

solvents, soiled laundry, chemicals

• Number and location of telphones, building comunication system

• Building monitoring 따ld alarm systems

• Required capacity of power supply system and location of

electrical switch gear

• Emergency power requirements 와ld source of supply

• Operational space and equipment requirem~nts

• Fissionable material Storage facilities

• Type and capacity of ventilation systems

• Decontaminaton facilities

• Change room facilities

• Safety and security considerations

• Potentioal for future expantion

• Waste disposal facilities

쩌13 절 플루토늄의 밥사화학적 특성[1 ， 1외

1. 플루토늄의 방사성 동위원소

가.일반사항

1940년 Seaborg, McMillian, Kennedy 및 W하U에 의하여 플루토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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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견 되었고， 군사적 ·및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μg이하 단위의

화학적인 분리·정제가 이루어 졌다. 플루토늄 분리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플루토늄의 인체에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생물체로 부터 플루토늄의 분리

와 측정가술의 중요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처옴 플루토늄의 체내 최대 허용농도(MPBB : Maximum Premissible

Body Burden)는 5.0 μg 이었다. 이 양은 라디움과의 물리적인 비교로 도

출된 것이었다. 그 당시 라디움의 MPBB는 0.1 μg 이었다‘ MPBB는 1945

년 맨하탄계획에 의한 동물실험에 의하여 1.0μg으로 낮아졌고， 오늘날

NCRP(National Committe on Radiation Protection)과 ICRP(Intem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의 권고치 는 pu-238, 239, 240에

대하여 뼈와 중요 장기에 0.04 μCHO.6μg) 이다. 붕괴 특성으로 인하여

Pu-241과 Pu-240은 MPBB가 더 높다. 표 5.9에 여러 플루토늄 통위원소

의 최대 허용농도를 수록하였다.

표 5.9 Maximum Pennissible Body Burden (MPBB‘) and Maximum
Permissible Concentrations· in Air (MPCw) and Water (]\1PCb)
for Soluble Plutonium Isotopes.

반감기，
비방사성， MPBB(Bone) MPCa MPCb

Isotope
년

dis/min-
μg μCi pg μ CVern' μglcn/ μ CVe며 μg/ern'

Pu-238 86.41 3.85 x 10' 0.04 0.0023 2 X 10-
1ι 1.2 X 1O-1J 1 X 10-4 5.8 X 10-4

Pu-239 2.436 X 104 1.36 X 105 0.04 0.65 2 X 10-12 3.3 X 10-11 1 x 10‘ 4 1.6 X 10-1

Pu-240 6.58 x 1cr 5.02 X 105 0.04 0.18 2 X 10-12 8.9 X 10-12 1 X 10-4 4.4 X 10-2

Pu-241 1325 249 X 108 0.90 0야82 9 X 10-11 8.0 X 10-13 7 X 10-3 6.5 X 10-5

Pu-242 3.79 X 105 8.67 X 103 0.05 0.13 2 X 10-12 5.1 X 10-9 1 X 10-4 2.6 X 10-1

* From ICRP Committee II, Health Physics, 3 (1960>. The Parameters
Used in Calculating the MPBB ’s MPCa ’s, and MPCw’s for the
Different Plutonium Isotopes Appear on pp. 142, 22:7, and 228. The
value listed here are on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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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nalytical Sensitivities Required fod the Analysis of Biological

Minerals

체내에 축적된 플루토늄량을 추정하는데는 두가지 방식이 널리 사

용되고 있다. Langham은 소변에 의한 배출과 체내에 축적된 플루토늄

의 양을 관련시켰고， Headly는 허파에 침적된양 및 소변으로 배출되는양

과 관련 지었다. Langham‘s Equation은 다음과 같야 표시된다.

E = 0.002t-074

여기서 E = 매일 배출되는 플루토늄의 양 (MPBB에 대한 버율)

t := 노출된 때로부터의 시간 (일)

플루토늄의 검출한계는 알려져 있음으로， 플루토늄의 검출에 충분한 배

출이 있는 날로 부터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도 검출이 가능한지 알 수

있다. 표 5.10에 플루토늄이 침적된 준위가 다른 4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이 방식으로 계산한 값을 수록하였다.

표 5.10 Urinary Excretion of Plutonium as Calculated from the Funtion
E = 0.002t-074

% of MPBB
Time After Exposure tp Drop Below

Detection Limit of 0.05 dis/min, Days

0.5 50

l 125

10 2900

100 63에O

Healy의 계싼방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R
Ep = 0.002 A s Qo ~ne;' t(R- t) -0.74 dt

여기서 Eμ = 1 일간의 배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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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허파로 부터의 총 배출율

As = 허파에서 용해되어 혈액으로 전달되는 율

Qo = 처움에 침적훤 양

R= 플루토늄이 허파에 들어온 후 시료 채취까지의 시간

t = 플루토늄이 혈액에 홉수된때 부터의 시간

이 방식에 의하여 -(1) 모든 경우에 하파에 들어온 플루토늄의 용해도

는 같다. (2) 체내에 침적된 양은 MPBB의 1% 이다，-와 같은 가정하에

계산한 수치를 표 5.11에 수록하였다.

표 5.11 Urinary Excretion Values of Insoluble Plutonium Depositted in
the Lung as Calculated from the Healy' Equation

A,
Time of Maximum Quantity Excreted at Time to Reach
Excretion Following Time of Maximum Detection Limit ofday-l

Deposition, days Excretion,dis/min-day 0.05 dis/min, days

0.1 3 ~ 4 0.70 90

0.05 4 ~ 7 0.40 135

0.03 8 ~ 10 0.30 160

0.02 10 ~ 20 0.21 180

0.01 30 ~ 40 0.13 270

0.005 70 ~ 90 0.08 300

0.003 100 - 200 0.053 not detectable

0.002 100 - 200 0.04 "

2. 생불 시료의 용해 (Dissolution of Biological Samples)

생물체에 있는 플루토늄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종요한 과정은 시

료를 용해하는 과정이다. 플루토늄 산화울을 용해시키기는 매우 어려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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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시료를 건조한 회분으로 만드는 것도 어렵고 용해 이후의 처리도

어렵다. 생물체의 신진대사에 의한， 즉 소변이나 조직에 함유되어 있는

플루토늄은 용해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소변을 채취할

때는 요소분해로 인하여 플루토늄이 용기 벽면에 홉착되는 것을 방지하

기 워하여 소량의 포름산을 가한다. 허파조직， 배설불， 상처부위로부터 절

제한 조직에는 불용성 플루토늄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시료틀은 뾰‘를

함유한 복합시약이 아니면 완전히 용해할 수 없다. 때로는 용해효율을 측

정하기 위하여 Pu-236°1나 Pu-238을 용해단계에서 추적자로 첨가한다.

생물시료의 용해는 일반적으로 습식회화(wet ashing) 건식과 습식을

겸한 회화(as피ng)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 습식획화는 HCI04, HN()g,

H202 풍의 강한 산화성 약품올 사용하여 산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

한 숨식산화는 낮은 온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용성 플루토늄 생성율

이 낮다.

소변과 혈액시료는 진한 철산에 넣고 가온하여 용해서킨다. 금속 플루

토늄은 HN03으로 용해시카며 불용성 (Passive) 일 경우 소량의 HF를 첨가

하여 용해서키고， 플루토늄 산화물은 HN()g, HCI04와 H2S04로 용해시키

며 용해도가 낯을 경우 HF를 첨가한다. 플루토늄의 용액내에서 가수분해

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농도의 산을 사용한다.

배젤물， 생체조직， 식물체는 다량의 유기물질로 이루어져 있음으로 산

화체에 의한 반복적인 처려가 필요하다. 습식과 건식산화 이후에도 잔류

물이 있는 경우에는 융혜 (fusion) 법을 이용하여 용해한다. 이 방법은 잔류

물을 g단위의 K2C03 또는 Na2C03와 함께 로에서 가열하여 완전히 용용

시킨 후 실온에서 냉각한 뒤 물이나 물은 산에 용해 시칸다.

뼈의 화학분석을 위해서는 또 다른 처려가 펼요하다. 뼈는 500 - 앉)()

℃로 장시간 가열하여 회화한 후 HCl과 HN03로 용해한다. 용해시키기

어려운 형태의 플루토늄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도를 700

℃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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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루토늄의 분리 , 정 제 (Isolution and Purification of Plutonium)

매우 소량의 플루토늄을 분리 정제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소량의 플루

토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 동위원소 담

체를 사용하지 않는 침전 또는 용매추출. (2) 침전에 의한 정제， 액 추출

또는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라피. (3) a-선 측정기술에 의한 시료의 플루

토늄 함유량 측정.

가. 분석 방법 (Analytical Methods)

1) 소변 (Urine)

플루토늄 화학의 초기 발전단계에서는 플루토늄은 3가 또는 4가

상태의 BiP0 4 LaF3의 침전중에셔 발견되었으며 6가 플루토늄은 용액중

에 잔류하였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녀 소변에 함유된 플루토늄을 측정하

는 방법이 개발 되었다. 이 방법은 소변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질산으로

산화하여 플루토늄올 BiP04로 공침시키는 것이다. 침전된 BiP04를 Hel

로 용해한 후 H2S03로 환원하여 4가여온으로 변화시칸 후 LiF3로 공침

시킨 후 침전물을 플란햇에 옮겨 Low Background Alpha Proportional

Counter로 계측한다.

이 방법의 변형으로 BiP04를 사용하여 소변중의 플루토늄을 직접 침전

시키는 방법아다. 이 방법은 습식산화로 안하여 불어난 부피를 줄야기 위

한 중발과정을 생략할 수 었다. 소변은 O.2N HN03와 O.lM lhP04를 가

한다. 침전은 하릇밤 숙성시킨 후 분리하여 소량의 진한 질산으로 용해한

다. 소량의 6% HzS03를 가하여 잔류한 플루토늄을 4가로 환원시 켜 2차

로 BiP04를 침전시킨다. 계속하여 이침전을 녹인 후 LaF3로 침전시킨

다음 침전을 HCI04와 함께 증발 건조시켜 잔류 유기물을 파괴한다. HCI

에 잔류한 용해물은， Hydroxylamine Hydrocloride를 가하여 잔류한

Pu(VI)를 환원하고 최종적으로 환원시켜 LaF3로 침전시켜 a-션을 계측

한다. 효율은 87-94%로 알려져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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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bell과 Moss는 신진대사된(metabolized) 플루토늄은 Bismuth

Posphate 공침법으로는 시간을 변화시켜 가면서 0.5 - 2N HN03로 예비

축성시킨 경우에도 50% 이상이 회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Koshland 동은 CaC204를 사용하여 소변중의 플루토늄을 칙접 공침시

켰다. 이어서 옥살산염을 산화시키고， 플루토늄을 La(OHh로 공침시켜

Ca률 제거하였다. 이 LaF3 칭전을 백금접시에 담아 a-선을 계측하였다.

평균 회수율은 92%로 보고되었다.

Cook와 Jones는 채취한지 8시간된 오줌에 함유된 신진대사된 플루토늄

을 Calcium and Magnesium Ammonium Phosphate로 공침 시켰다.

Sheehan 동은 이 직접침전법에 의한 신진대사 플루토늄의 회수율이

85-6 %라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스파이크 물질을 첨가한 오줌으로 부터

90% 이상의 회수율을 얻었다 또한 오줌에 1.5 M HN03를 가하여 85

90 °c 로 3시간 동안 처리하여 85% 이상의 회수율을 얻었다.

Langham은 CHCh에 용해시킨 cupferron을 이용하여 추출하여 플루토

늄을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허였다. 야 방법은 소변을 거의 건조상태에

가깝도록 증발·농축 시킨 후 절한 첼산으로 회화한다. 염의 색깔이 흰색

이 될 때까지 진한 질산을 사용한 회화를 반복하고， 잔류하는 탄소는 버

너의 불꽃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잔류한 염을 용해하여 플루토늄을 추출

하는데， 붉은 HCl용액에 1 mg의 철이옹을 함유한 3 ml의 6%

cupferron-CHCh 용액을 사용한다. 유기물질은 증발·건조시킨 후 진한

HN03-HCI04 용액으로 190-200 °c 에서 1시간 통안 처리하여 제거한다.

이 용액을 소량의 물로 희석하고 잔류하는 6가의 Pu이온을 환원하기 위

해서 hydroxyl킹띠ne hydrocloride 룹 가한다. 최종적으로 LaF3로 침전시칸

후 침전을 스테인레스 플란켓에 옮겨 a-션을 계측한다. 여후 이 방법을

변화시킨 몇가지 방법이 시도 되었다.

소변중위 플루토늄을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Hanford에서 개발된 방

법인， 유화(emulsion) 된 흔적량의 pu를 계측하는데 감도가 높은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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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방법은 소변을 HN03와 합께 증발·건조 시킨 후 잔류물올 6N

HN03로 용해하고 조심해서 건조한다. 이 잔류물은 로에서 575°C 로 1

시간 가열하여 잔류 유기물을 완전히 산화시킨다. 잔류 고체를 붉은

HN03로 용해하고， hydroxylamine hydrocloride를 가하여 6가의 Pu이온

을 낯은 산화상태로 환원시킨 후 두번 LaF3로 침전시킨다. 2차 침전물은

원심분리하여 2M Al(N03h로 용해하여 불화물 복염으로 만든다. 여기에

N따~02 용액을 가하여 플루토늄을 4가로 만든 후， 2‘ thenoyltriflouro

acetone (TTA)으로 용매추출하고 8N HCl로 역추줄한다. 역추출 용액을

끓여서 감용하고 KOH로 염가성으로 한다. NaCIO를 사용하여 플루토늄

산화가를 6가로 한 후 스테인레스 용기에 전기적으로 침전 (electro

deposited) 시켜 계측한다. 효율은 90% 정도이며， 측정한계는 0.05 dis/

min/l.S £ of urine 정도이다.

소변파 개의 뼈에 있는 신진대사된 플루토늄을 성공적으로 추출할수

있는 새로운 용매추출법이 Bruenger 동에 의하여 보고되었다. 시료를 2N

H2S04로 소화시 킨 후 tert-alkyl primary arnines (Primene ]M-T)과

xylene의 혼합물로 플루토늄을 추출한 후 8 M Hel로 역추출한 다음 건

조하고 불꽃으로 500 °C 까지 가열하고， HN03로 용해하고 측정을 위해

계측용기에 도금(plated) 한다. 이 방법으로 스파이크 시료의 측정율은 96

+3 % 였다.

이 밖에도 이온교환수지 등을 이용한 이온교환법도 사용되고 었으며

이들 이온교환법의 측정효율은 62 - 86 % 정도 이다.

2) 대변 (Feces.)

대변에서 측정되는 플루토늄의 농도는 일반적으로 소변의 경우보

다 훨씬 높다. 때문에 대변의 분석은 소변의 분석과 별도의 설벼를 사용

하지 않으면 오염으로 인하여 소변 분석에 영향을 마치게 된다.

대변 분석은 소변 분석방법을 약간만 변화시키면 된다. 대변 분석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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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점은 유기물을 완전하게 산화시키는 것이다.

HN03 또는 HN03-H싹2， HN03-HCI04, H2S04-H씬2 둥의 흔합물을 사

용하여 반복 산화시키면 보통 효과적으로 용해된다. 완전한 산화와 용해

를 위해서는 건조 산화와 bisulfate와 carbonate를 사용한 융해가 펼요할

수도 있다. 때로는 시료중에 합유된 철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cupferron

추출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3) 뼈 (Bone).

뼈에 함유된 플루토늄의 분석은 앞에 기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시료의 처리는 보통 건식회화(友化)법을 사용하며， 잔류물은 보통

HCL이나 HN03에 잘 용해한다. 다량의 Ca가 용액내에 존재하지만 음이

온교환법과 BiP04 침천법과 LaF3 침전법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Ca가 용

액에 잔류하여 계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생체 조직 (Tissue).

소변이나 대변시료를 처리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계측

한다.

5) 흙 (Soil).

흙λl료는 HF와 HCI04로 용해하고 잔류물이 있을 경우 탄산염과

fluoride-pyrosulfate로 융해하여 용해시킨다. 용해액은 4-6 N HN0:3로하

여 n-tetradecane에 용해시킨 50%의 tri-n-butyl phosphate로 추출하여

계측한다. 평균 회수율은 76+16% 이다.

6) 식물， 공기 및 물 (Vegetation, Air and Water).

식물체， 공기， 물시료로부터 플루토늄을 계측하는 것은 소변 분석

의 경우와 유사하다. 식물체와 물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흙시료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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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용때추출을 사용한다. 이경우 회수율은 식물체의 경우 76+14%,

물의 경우 82+15% 정도이다.

플루토늄을 계측하가 위한 액체시료중에 우라늄이 공존할 경우에는 음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라피， 또는 침전법 둥을 사용하여 우라늄을 제거하고

계측한다. 음이온교환 크로마토그라펴으경우 플루토늄 회수율은 85% 정

도이고， 침전법의 경우 10-10 μ CVml 정도의 농도에서 100%에 가까운 회

수율을 나타낸다.

나. 플루토늄의 동위원소 분석 (Isotopic Analysis of Pulutoruum).

동위원소 분석에 관해서는 아마 기술한바 있음으로 여기서는 별도

로 기술하지 않는다.

다. 방사화 분석과 분열 조각 계측 (Activation Analysis and Fission

Fragment Counting).

이들 방법은 극소량의 플루토늄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이다. 방사화

분석법의 기본 원리는 Pu-239률 1014 neutrons/sec-c 마의 열중성자속으로

분열생성불 핵종 반감기의 3-4배의 시간동안 조사하면 6% 정의 딸핵종

을 얻을 수 있다. 이 딸핵종의 방사성 농도는 Pu-239 1 dis/min당 5 x

103 dis/run 정도야다. 따라서 이 딸핵종을 측정하면 이론상 플루토늄의

측정감도는 10-3 dis/min{딸핵종의 측정감도를 5dis/min으로 가정)이 된

다 Fission Fragment Counting법은 Fission Fragment가 운모(툴바늘)

에 남긴 궤적을 HF로 부식시켜 현미경으로 계측하는 방법으로 비파괴

측정이 가능하고 여러가지 시료에 적용할 수 있다.

이들 두가지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하여 다른 분열성 물질을 완전허

제거하여야 하고 높은 멸도의 열중성자선속이 필한 등의 시설상의 어려

운 요구조건이 았으냐 극히 소량의 플루토늄을 계측할수 있는 장접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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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4 절 샘물확적 인자[1 ， 15, 16]

1. 생 리 적 인자 (Physiological Factor) ,

플루토늄의 생리적영향에 관한 정보는 특히 많다. 이중 많은 정보는 동

물실험에 의하여 얻어천 자료 여지만， 동물실험 결과를 충분히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검증된 자료이다. 플루토늄이 포유류에 미치는 영향 이

전에 직접 환경에 마치는 생물학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가. Environmental Availability of Plutonium

플루토늄은 핵실험의 낙전으로 인하여 생물권에 널리 분산되었다.

또한 원자로 사고나 플루토늄을 함유한 무기 등의 비 핵 적 인 사고로 인

하여 지역적으로 다량이 환경에 유출된 경우도 었다.

핵무기 실험지역에 자생하는 동물과 심하게 오염된 지역에 장기간 거

주시킨 설험동물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직접적인 홉수량은 놀랄만큼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의 토양으로부터 플루토늄 흡수 실험은 여러가

지 실험조건에서 설험실과 야외에서 수행되었다‘ 식물체중 플루토늄 농도

는 건조물 기준으로 배양매체의 10-3배 이상이 관찰된 척이 없으며 일반

적으로는 토양의 10-4배 정도였다. 통물의 내장에 있는 섭취환 오염된 식

물의 농도는 10-401 하였으며， 양의 혈장으로부터 양유에로의 풀루토늄의

전달시 감소계수는 적어도 10 여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식물 섭취로

인한 토양으로 부터의 인체로의 플루토늄 전달이 어렵다는 것을 냐타낸

다.

이러한 결론은 플루토늄에 직업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조직에

대한 측정결과 플루토늄 농도가 극히 낮다는 것으로 증명된다. 이러한 측

청은 플루토늄 농도가 최고치가 tracheohilar lymph nodes에서 3 X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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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 이고， 다음으로 높은 허파에서 5 X 10-15 Ci/g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형태는 플루토늄의 축적이 음식섭취에 의한 것 보다는 낙진

을 직접 흡입하여 체내에 축적되는 것에 기인함을 나타낸다.

나. Routes of Entry and Initial Distribution in the Body

플루토늄이 체내에 들어갈 수 있는 4가지 기본경로는 (1) 음식물업

취와 이에 따르는 위장과 소화가관으로 부터의 흡수， (2) 호홉과 이에 따

르는 허파로부터의 홉수， (3) 손상되지 않은 피부로 부터의 홉수， (4) 근

육이나 혈관으로의 직접적인 주사， 이다. 이 플루토늄의 홉수경로는 흡수

정도를 뿐이 아니라 초기의 분포계수를 제어하는데에도 중요하다.(?)

1) 경구섭취 (Ingestion)

가장 초기의 플루토늄의 생체에 관한 연구로서 쥐의 먹이에 대한

공급을 연구한 결과는 극히 낮은 흡수율을 나타내었다. Scott풍의 연구결

과로는 최고 0.007 %의 홉수율을 나타내었다. 그후 장기간(250일)에 걸친

Pu(N03)4의 형태로 pH 2의 용액을 물의 MPC (maximum permissible

concentration)에 가까운 농도로 투여한 경우에도 평균 흡수율은 0.003 %

정도였다. 통계적으로 계산된 99%의 취들에게， 90%의 기간에 홉수율은

0.01 %를 넘지 봇한다. 대략 90%의 플루토늄은 뼈조칙에 침적되고， 침적

된 플루토늄은 투여가 중지훤 이후 250일이 지나도 뚜렷한 감소가 나타

나지 않았다. 홉수정도는 공급되는 용액의 농도가 10-5 μg/뼈에서 1 μgj

뼈의 범위에서는 용액의 플루토늄 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결과를

사랍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동일한 농도의 용액을 돼지에게 급여한 결과

홉수율은 0.002%로서 쥐에서의 결과와 유의할만한 차이률 보이지 않았

다.

현재의 플루토늄익 최대허용 수중농도(MPC)는 소화겨관에서의 홉수율

0.003%를 기준으로한 것이다. 그러나 표 5.12에 수록한 것처럼 특수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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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는 홉수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즉， pH가 높거냐， 수산둥과 복염을

형성할 경우 홉수율이 훨씬 높아칠 수 있다.

표 5.12 여러가지 형태의 플루토늄의 쥐의 소화기관에서의 흡수율

공급용액의 형태

염의 형태 pu이온 산화가벌 함량，%
한번 급여한 뒤 4일

pH 후 잔류율，%

3가 4가 6가

Nitrate 1 68 0.28

Nitrate 1 100 1.9

Nitrate 2 90 10 O.아)6

Nitrate 2 7 93 0.005

Nitrate 2 96 0.0013

Nitrate 4 97 0.0017

Citrate 2 99 0.03

Citrate 2 96 4 0.29

Citrate 2 85 15 0.41

생물의 나이는 홉수율에 영향을 미친다. 쥐의 경우 생후 1년된 쥐는

pH 2, Pu(NCh)4 용액의 평균 흡수율은 0.25% 인데 생 후 7일 된 것은

0.10%, 생 후 21일 된 것은 0.02%를 각각 나타낸다. 생후 33일 이상이 되

면 홉수율리 대략 0.003% 정도가 되어 성체보다 홉수율이 높지 않다. 전

신에 250-2000 렌트겐의 x-선을 조사하여도 조사후 2일이면 플루토늄

홉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DTA(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로 킬레이트화 한 플루토늄도 경구섭취시 흡수율에 영향을 주지 않

았다. 쥐의 경우 이온교환수지를 경구투여 하여 플루토늄 흡수를 1/10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야러한 차치는 플루토늄이 흐수가능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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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즉 citrate와 같은 형태일 때 가장 효과적 이었다.

2) 흡엽 (I따}alation)

보통 생려학적/독극물적인 운제에 있어서 홉압되는 물질들은

“머most hopelessly corn미ex"라고 묘사된다. 이러한 복합성은 허파에의

축적과 이탈에 있어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복합성이 증폭되어 실

험과 이들의 변화를 제어하는 연구를 곤란하게 한다.

위험성 펑가를 위해서 허파에서 방사성물질 입자의 거동에 대한 일반

적인 모델이 ICRP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이 모렐에 의하면 홉업된 업자

의 25%가 즉시 외부로 배출되고， 5098가 상부가도에 침적되어 기도내 섬

모의 운동에 의하여 배출되며， 나며지 25%가 허파의 기포(허파꽉리) 표

면에 침적되는 것으로 되어 었다. 만일 이들 입자가 용해성이면 빠르게

용해되어 체내를 순환하게 될것이고 비 용해성이면 15%(최초의 흡입량

기준)는 결국 기도를 통하여 배출된다. 나머지 10%는 용해하여 체대를

순환한다.

3) 피부를 통한 흡수(Percutaneous Absortion)

손상되지 않은 피부는 거의 모든 형태의 피부에 오염된 플루토늄

이 홉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벽이다. 실제로 인간에 대

한 피부를 통한 플루토늄 오염은 그 사례가 극히 적을뿐 아니라 오염이

일어난 상황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되어 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실험실에서 쥐에 대하여 Pu(N03)4 와 PuF4를 HN03에 녹인 여러 농도

의 용액과 CC4에 용해된 TBP와 pu의 복염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여

러날 동안 노출시켰을 때 높은 산도(acidity)와 TBP와 복합화합물을 이

룬 경우에 최대 2%가 흡수되었다. 짧은 시간 노출의 경우 TBP복염에 15

분간 최출시켰을 때 최대 0.04%, 10 N HN03에 용해된 Pu(N03)4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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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 0.05%가 홉수되 었다.

사랑의 경우 손상되지 않은 펴부를 통한 홉수논 쥐의 겸우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부오염과 상처부위의 오염원 플루토늄을 제염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

은 방법이 제안되어 있다.

(1) 에피네펴린(epinephrine)을 주사하여 피부로 부터의 플루토늄 홉수

를 감소시킨다.

(2) 초음파를 이용한 세척을 한다.

(3) 접착성 테이프， 콜로디옹<C all어ion) 외과처치용 스프레이액 풍 점

착성 물질로 도포한 후 이를 제거한다. 때로는 펴부제염을 위하여

EDTA ， DTPA둥의 킬레이트제를 사용하여 효과를 보기도 한다.

다. Therapetic Removal of Internal Deposited Plutonium

관섬을개발에방법의배출시키는빠르게인하여，

플루토늄의 체외배출은 정상적으로는 아주 느라게 일어나지만 강한

플루토늄을독성으로

갖게 되었다.

2. 독성 (Toxicity)

플루토늄의 독성에 관한 자료는 동물실험에서 얻은 자료룰 적，용할 수

있다. 사랑에 대한 예로서， 손바닥을 찔려서 오염된 4년후에 손바닥에 조

그딴 결절이 생겼다. 이 결절에는 0.0006 μCi의 Pu-239가 함유되어 있었

다. 1947년에 Los Alamos에서 27명 이 실험실에서 대략 0.007 - 0.09 μ

Ci의 플루토늄을 체내에 흡입한 일이 있었다. 이들중 24명에 대하여 1952

년， 1955년 및 1960년에 정밀검시를 실시하였으나 이를중 누구에게서도

방사선에 의한 손상은 나타나치 않았다. 표 5.13에 플루토늄의 독성에

대한 동물실험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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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Plutonium Toxicity Studies (in approximate chonological order)

Ammal Mode of Plutomum Material Type of Observabon Remarks

StudIed Adrm01sσabon Administered
Dog Intravenous, mtra- Pu(VI) nin-aye or Acute and subacute MicelIaneous very

Rabbits muscular, mtrapen- Citrate, or unstated, survival, gross and mi early stud‘es
Rats noneal, and mhala- at v맙lOUS dose -cropathology, hemato-

Mice non, slf1$tle doses levels IO$ty
Rabbits Inπavenous， mtra- Pu(lV) and Pu(VI), Acute and subacute

Rats muscular, single Citrate and nitrate surVIVal, hematology
Mice doses
Rats Intravenous, smgle PuOV) ciσ'ate at Acute and subacute

doses vanous dose levels survival, gross pathol-
O$ty

RabbIts Intravenous and m Nitrate or Citrate, Acute and subacute CompanslOns made

Rats -tramuscular, single valence not sta않d gross and micropathol- WIth other mternal

Mice doses ogy enutters and exter-
n머 irradia디on

Dogs Intravenous and 10 PuOV) citrate at Acute and subacute Metabolic data also
-tramuscular, single various dose levels SUTVIV허， gross pathol- obtam영

doses o$ty. hematolo$ty
Rats Intraσachal， mtubl- Pu(lV) nitrate at Acute and subacute Comparison made

atlOn, single dose various dose levels SurviVal. gross and mi With effects of arn-

-σo~뻐thology. hemato- ericiurn. Metab이ic

lO$ty. carcino$tenesis data also obtained
Rats Intravenous, single Pu(IV) citrate at Acute and chronic sur- Companson made

doses various dose levels vival, gross and micro with other 10ternal
-pathology, hematolog- enutters
Y. carc1Oo$tenesls

Rabbits Subcutaneous impl- Plutonium me없l Gross and micropathol- Metabolic data also

Rats arnentation o$ty and caπino$tenesls obtam려

Mice Intravenous, single Pu(IV) citrate at Subacute and chrome Comparison made

doses vanous dose levels sUTVIVal, gross and w‘th oth하. lOtemal
micropathology, hemat- elll1tters
olo$tY. carcinor!enesls

Dogs Intravenous, single Pu(IV) citrate at Subacute and chronic Metabolic data also

doses vanous dose levels suπIVal ， gross and obtained‘

rnicropathology, hemat- Companson made

ology, carcinogenesis With other lOtemal
enutters

Pigs Intravenous, single Pu(IV) citrate at Effect of age at time Comparison made

doses single subacute dose of injection on gross With other internal
levels and rnicropathology, enutters

hematoloRY
Mice Inhalation and intr- PuOz at Various Chronic survival, gross

acheal intubation does levels and rniσ°I뻐삼lO]Ogy，

carcmop;eneS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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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Plutonium Toxicity Studies (계속)

Dogs Inhalatlon Various chenncal Subacute and chronic Metab이ic data 외so

and physical states Survlval, gross and obtamed.
micropathology, hemat-
ology, pulmonary funi-

on and caπmogenesis

뼈πα.Jlarly as funtion
of partcle sIZe of
inh외ed plutomum

Rats Intravenous (single Pu(IV) Citrate at Acute and subacute Metab이ic data 혀so
dose) combmeed various dose levels survival, gross and ob떠med.

with acute and micropathology’
chronic total-be피y hematology
x-ray

Rabbtls Intravenous and Various chemical Acute and chronic sur- Metab이IC data 려so

Rats intra PE피tlon않1， forms at vanous vival, gross and micr- obtained.
single doses do똥 levels opathology. carcinogen- Comparison made

eSls with other int웹1퍼

emIt양rs

Rats Inσav한10US. single Plutonium ciσate， Acute and chronic sur-

and multiple doses valence not stated viv려， gross pathodolo-

at various dose gy, hematology, caπin-

levels ~enesls

가. 급성 상해 (Acute Lethality)

급성과 만성 효과의 구별은 임의적인 것이다. 대체로 30일 내에 치

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급성효과로 분류한다.

쥐에 대한 급성효과를 4가의 plutonium citrate룰 정맥에 주사하여 연

구한 결과 30일깐 50%의 사망(LD5()/.J»을 나타내는 값은 6O~80 μCi/kg

이였다.

LD50/.30값 -근처에서 쥐틀의 성벌에 따라 숫쥐가 암쥐보다 감수성이 큰

것으로 냐타났다. 이 성 별에 따른 효과는 주사량이 LD50130 보다 증가하거

나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였다. 화학적 형태를 달리하거나 물리적인 형

태가 다른 경우에 LDso왜값은 유의 할만한 차이를 나타냈다.Pu겸8과

Pu-239는 방사션의 특성은 거의 댔하지만 비방사능은 거의 잃0배의 차이

를 보인다(Pu -238의 반감기는 90년이고， Pu-239의 반감기는 24，38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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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J. 동일한 방사성을 기준으로할 때 Pu-239는 급성독성이 Pu-잃8

(LDsa경o : 160μCi/kg 이상) 보다 적어도 2배 이상 높다. 이러한 독성의

차이는 주사되는 질량의 차이에 기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윈}-239의 칸

과 훼장에서의 농도는 각각 Pu-낌8 농도의 2배와 5배이고 뼈에서의 농도

는 ν2 이다.

플루토늄의 급성 치사량은 체외 배출율에 크게 좌우된다. 쥐의 경우 80

μC파땅을 단번에 주사하였을 경우 절반이 생존하는 기간은 19일이었다.

그러나 통일한 양을 균일하게 10회에 나누어 매일 주사한 경우절반이 생

존한 기간은 94일로 나타났다.

생쥐의 경우 LD50/30값은 쥐와 유사하거나 조금 작게 나타났고， 개의 경

우는 20 μCi/l땅으로 나타냈다. 근육주사의 경우 실험동물의 경우 근육주

사보다 LD50저0값이 2배정도 큰것으로 나타났다.

개의 경우 호홉을 통하여 8-12 μCi/kg이 축적되었을 경우 절반이 생

존하는 기간은 약 80일로 나타났다.

냐. 반성장해

만성장해는 여러가지가 있고 그 내용이 복장하므로 여기서는 생

략한다‘ 개략적인 내용은 표 5.13에 수록되어 있다.

쩌15 절 환겸에 촌재하는 훌훌루토늄[17， 1허

1. 플루토늄의 환경 백그라운드 준팎

1945년 부터 시작된 대기권 핵설험과 원자력 사고 등에 의해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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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 플루토늄， 아메리슐 동의 초우라늄 해종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

서 이들 핵종이 일반 환경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므로써 사

찰시료중의 지표핵종의 변동으로부터 핵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이다.

대기권 핵실험 결과로 환경에 확산된 플루토늄 양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 여유는 핵폭발시 분열하지 않고 남아 있는 플루토늄 양블 예측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우라늄탄 폭발시 U-238이 중성자를 흡수하여

생성된 플루토늄의 양을 계산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까지 플루토늄이 환경에 존재하는데 기여환 주요 사건들을 표 5.14

에 나타내었다. 육상환경에서 플루토늄의 확산에 기여한 주요사건은 대

가권핵실험， 인공위성 사고， 체르노빌사고 풍이 있으나， 전 지구상에 확산

시킨 것은 대기권 해실험과 인공위성 사고라 할 수 있다. 체르노발 사고

때 초우라니움 핵종을 포함한 업자상 누출물은 대부분 구소련 영토 내에

참적되었다. 대기권 핵실험시의 초우라니움 원소 확산은 폭발수율 폭발

고도 퉁에 영향을 받는다. 1952년 이전의 킬로톤급 핵폭발 파편은 대개

대기권에 머무르고 체류기간도 20-40일 정도인데 메가톤급 핵폭탄의 경

우에는 파편입자가 성층권까지 올라가며 체류반감기가 약 1년 정도인 것

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추산한 환경으로 방출된 플루토늄의 양은I 1962년까지 약 때O

kCH약 6톤)의 플루토늄이 대기권에 방출되었고 이중 98% 이상이 1965

년까지는 지상에 닥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1/4 정도는 실험장 인근

에 낙하했고， 나머지의 8O%7} 북반구에 낙하했다. 1964년 인공위성

(SNAP-9)의 발전용 원자로의 대가권내 톨입으로 약 1kg의 Pu-238

(l까‘Ci에 해당)이 냥반구 40.000m 상공에서 방출되었다. 이중 95% 이상

이 1970년대 중반 까지는 지상에 낙하했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75%

정도가 냥반구에 낙하했을 것이나， 그 총량은 핵무기에 의한 것보다 훨싼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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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플루토늄의 환경분포에 기여한 주요 사건

분산율 Total
사건 명 Activity,

분산지역 % Ci

대기권 핵실험 지역(실험장， 북반구) 25
440 ，αm

(1945-1974) 지구전체 75

인공위성 (SNAP) 사고
지구전체(남반구) 17,000

(1974)

북극， 그린랜드 (968) 지역 해저 : 토양 25

스페 인 Palomares
지역:토양 군사비밀

(1966)

지역: 부지외부 토양 28.0
Rocky Flats Incidents

부지내부 토양 71.0
(Colo. , 1957, 1958, 14.1

대 71 0.3
1968, 화재， 기름누설)

부지외부 물 0.7

지역: 대기 6

Mound Laboratorγ 강물 8
6.4

(Ohio, routine release) 도랑(저장) 78

토양 8

Savannah River 지역:대거 69
5.1

(routine release) 토양 31

Lod Alamos 지역:대기 81
1.6

(routine release) 토양 19

영국 Windscale
지역:불 10,00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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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권에 확산된 플루토늄은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검출이、 가능하다.

1974년에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모두 공기중의 플루토늄농도는 10-17 Ci

of 짧Pulm’ 정도였고， 미국의 온대지역에서 지표면 토양에 낙하한 농도는

2 mCi!뼈 정도였다. 낙진에 의한 토양중의 Pu-239/240의 농도는 대개

0.17 - 1.0 Bq/kg 정도로 알력져 있는데， 지역에 따라 10배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환경에 존재하는 플루토늄 준위에 대한 자료는 표 5.15에

정리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북반구에서 인간의 허파에 대한 침

적량은 2 X 10-13 Ci/kg 정도이고 뼈에 대한 양도 유사할 것으로 예측된

다. 이 는 보고된 4.5 X 10-13 Ci/kg과 유사한 것 이다.

토양으로부터의 동식물로의 플루토늄농축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실

험에 의하면 육상통물의 오염된 토양으로부터의 플루토늄 체내농축은 거

의 일어나지 않는다. 토양중의 플루토늄 확산은 지하수에 용해되어 이동

하거나， 먼지 입자악 형태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지각 표면 1 m내에 포

함된 라디움의 총량은 약 1,000 톤 정도로 추산되는 되는데 이 양은 그

유독성에 있어서 플루토늄 6,000 톤과 같은 것이다. 수중환경에서의 경

우는 이와는 좀 다르다. 또한 담수와 혜수에서 서로 다르다. 관측된 바에

의하면 플루토늄의 체내 농축계수는 홍합과 연체통물에서는 lOO, 동물플

량크톤은 1,000, 해조류에서는 10，000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약간의 예외가 알려져 있져만 있지만 대체로 플루토늄의 체내농축은 먹

이사슬에 따라 오히 려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북극(Th피e)에

서 사고로 25 Ci의 불용성 플루토늄 산화물이 해양으로 방출되 었는데， 이

후로 여러해 동안 관찰한 결과 3년후 약 10%의 플루토늄이 용해되었고，

나머지는 해저 퇴적층에 원래 위치에서 약 30 Ion범위에 확산되었다. 해

저서식동물은 여전히 플루토늄에 오염된 채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 오염

정도는 최초의 오영지점과의 근접도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바닷물， 해

조류， 동불플랑크톤， 물개 빛 바닷새의 플랑크톤 농도는 낙진에 의한 것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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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플루토늄의 환경농도 준위

측정
발생원 빛 측정지점 Pu-239，240의 농도

측정

시료 시기

핵실험 ι (단위 :Bψkg-따y)

전세계적 낙진 0.17 - 0.83 1974

Debis( 네바다 실험장) 3 X 103
- 1.8 106 1976

Bikini Atoll 18.3 - 1.3 x104 1976

토양 원자력시설 (단위 :B따{g-dry)

Savannha River 0.83 - 467 1975

Rocky Flats 0.17 - 2.5 x 103 1970

Hanford 0.17 - 25 1971

M網 15 - 150 1976

핵실험 {단위 : Bq/kg-dry)

Michigan 호 3.3 - 15 1976
퇴적

북대서 양(수섬 5597-5968 m) 0.0 - 1.238 1976
불

재처려시셜 (단위 :Bψkg-dry)

Irish Sea 11.7 - 1.750 1976

핵실험

Enewetak Atoll(지 하수) (단위 : Bq/ ~)

Michigan 호 -6
19766.7 x 10-u

- 0.025

대서양 8.3 X 10-6
- 1.2 X 10-5 1976

태평양 5 X 10-6 - 6.7 10-5 1971

원자력시설 2.2 10-6
- 1.6 X 10-5 1976

%
(단위 : Bq/ £ )

Newport, S. C. (강어 귀 ) 8.3 X 10-6
- 9.3 X 10-5 1976

Savannha River (천연수) 8.3 X 10-5 1976

Savannha River (처 리 된 식 3.3 x 10- 1976

수)
6

Irish Sea 1.7 X 10-3
- 0.017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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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루토늄 동위원소 바

플루토늄은 자연상태에서는 거의 생성되지 않는다. 그런데 플루토늄으

로 핵폭탄을 제조하려면 분열성이 큰 Pu-239의 순도를 높이고 폭발효율

제고에 방해가 되는 Pu-240와 함량을 낮게 해야 한다. 따라서 핵폭탄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로는 U-238에 중성자를 조사하는 시간을 짧게 해야

하므로 상업용 원자로에서는 군사용 pu를 생산하기 어렵다. 핵무기급 플

루토늄은 Pu-2401Pu-239의 비가 0.05 이하가 되어야 하므로 동위원소 비

에서 플루토늄의 사용목적을 추정할 수 있다. 지구상 토양에 함유된 동위

원소비는 평균 0.176 정도(1971년 1월 기준)로써 대부분 핵실험의 낙진에

가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pu의 동위원소비는 지역적으로 원폭투하지역 또는 채처리시설

주변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환경 및 토양 퇴적물중의 플루토늄 동위원소

비를 표 5.16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보면 일본 나카사키와 미국의

Savannah River Plant 부지 재처리시설 부근에서는 핵무기급 플루토늄의

동위원소 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자료로 볼 때 환경시료를 분석하여

플루토늄 춘위를 측정하고 플루토늄 통위원소비를 측정하므로써 무기제

조 목적여부를 판단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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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토양 및 퇴적토 중 플루토늄 농도 비

원자수의 비(평균값) 방사능 비

시료 및 지역 연도

찌lpulμ냥Pu bUPtν갱pu ω￥pul~영，~

표층토(0-5 em)

전세계 0.176 + 0.014 0.0086+ 0.0017 0.0044 + 0.0011 0.032 + 0.OO73I> 1971

N 30-50。 0.036-0.037 1971

Nishiyarni) 0.032 + 0.0014
) 0.055 + 0.005 1981

SRP4) 0.1 - 1.0 1975

Nagasaki 0.03-0.04 0.05 - 0.062 1981

퇴 적물(표층 slit)

Enewetak

Bikini 0.23 0.003 0.14 1973

SRP 0.31 0.013 0.03 1973

강하구

담수지대 0.16+0.005 1975

강하구 0.06+0.02 1975

해수지대 0.19-0.22 0.17 - 0.23 1988

Irish Sea( 전체) 0.197+0.003 1987

Raverglass5
)

1) 북반구 평균값

2) Nagasaki 의 원폭투하 중심 지 역

3) 1985년의 값

4) 재처리시설 기체방출구 500 ill 이내 지역

5) Sellafield 해안 폐기물방출구 아랫쪽으로 6km 정도 떨어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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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300탄어 내외)

본 보고서는 금속 플루토늄의 상변화 기계적 정질 열전도도 합금성 둥의 물리적 정

결과， 부식파 산화， 용해， 둥의 화학적성철， 주요 플루토늄화합물의 특생올 기술하고， 언

공원소언 플루토늄을 제조하는 콰정언 사용후헥연료로부터 화학쳐리에 의하여 플루토

늄올 희수하는 여러 가지 화학처려 공정을 현재 사용중 이거냐 과거에 중요하게 사용되

었던 방법을 위주로 소개하였으며 야들 채처리 방법의 특정을 기술하였다. 또한 현채

가장 널라 사용되는 채처랴 방법언 Purex공정에 사용되는 주요가기와 그 특성을 소개

하였다. 그라고 희수된 용액상태의 플루토늄을 정계 금속화하는 공정을 기술하였다- 또

환 플루토늄의 검출 및 분석방법을 소개하고 취급사 주의사항， 엄계안전생， 유독생，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둥을 간단허 기술하였다.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플루토늄의 특성에 관한 자료 중 지나치게 천문적언 내

용 보다는 전체적으로 플루토늄이 어며한 물철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얼

반적언 내용과， 핵무가 벼확산을 위한 사찰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냐언 플루토늄

생산과 전용을 감시하는데 펼요한 플루토늄과 그 생산공정을 이해하는데 펼요한 기초

적언 지식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았는 내용을 위주로 기술하였다.

주제명 키워드00 단어 내외)

헥물질통제， 상호사찰， 플루토늄， Plutonium, 핵업계， 사찰활동， Safegu따ds，

Inspection. Non-prolife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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