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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세계 에너지는 현재의 에너지 소비를 그대로 지속할 경우， 21세기 후반에 

는 2 - 3배의 급퉁이 예상되며， 현재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석유의 안정적 

공급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석유둥 화석연료의 공급 한계， 그리고 범 지구차 

원의 환경보호 운동전개， 신 에너지원 개발의 미진둥으로 인하여 향후 천 세 

계적으로 에너지원의 공급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에너 

지 공급환경올 고려하면 원자력을 이용한 에너지원 이외의 대안이 없는 실 

정이다. 그리고 최근 민간단체들을 중섬으로 한 환경규제압력과 환경오염의 

주범인 화석에너지의 사용 규제에 대한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원자력발전의 

증가가 예상되며， 그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중가가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캐나다， 스웨댄 풍의 국가에서는 핵비 

확산 측면에서 NPT강화’‘환경오염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규제강화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재순환이 비경제적이라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직접처분하 

는 정책을 선택하는 반면에， 프랑스， 영국 및 일본 등의 재순환정책을 표방 

한 국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우라늄 공급의 한계， 재순환기술의 향상둥으로 

인하여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순환정책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한 재순환 기술개발， MOX핵연료 제조기술 개발， 안전성 및 

경제성올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1960년부터 수십 년간 꾸준히 자국의 원자력 환경 

에 적합한 사용후핵연료 재순환 관련 연구개발올 수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핵비확산성 측면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순환은 물론 긍극적으로 고 

준위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에 개발된 건식고온공정올 대상으로 핵비확산성 대안공정 

설정올 목적으로 1970년 말에 PDPM 프로그랩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는 1960년에 실험실 규모의 고온전기화학적 분리공정를 개발완료하였고， 

1잃0년대에는 사용후핵연료률 대상으로 실중하였다. 프량스는 SPIN계획올 

수립하여 단기적으로는 고준위폐기물의 발생량 최소화를 위한 PUREXTEX 

계획과 장기적으로는 장수명 핵분열성 생성물과 함께 Pu, Np, Am, Cm의 핵 

종분리방법올 개선하고 모든 플루토늄 동위원소와 MA롤 열중성자로나 고속 

로에서의 핵종변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ACTINEX 계획퉁올 수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원자력선진국에서 개발된 고온화학분리공정， 즉 salt 

transport 공 정 , Hanford 연 구소에 서 수 행 된 salt cycle process, melt 

refining공정 및 러시아에서 개발된 고온전기화학적 분리공정동을 대상으로 

고온화학분리특성， 단위공정별 f10wsheet 및 단위공정 예비개념설계， 용융염 

취급기술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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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기술개발 현황 

1. 고온야금분리공정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연료 원료물질과 핵분열성 물질의 회수목적으로 

고온야금분리공정이 개발되었다 1.2) 회수된 핵연료물질은 재순환하여 우라늄 

이용율 향상과 고준위폐기물의 처분량 감소로 인하여 핵연료주기의 경제성 

을 향상시키는 장점을 제공한다. 특히 고온야금분리공정은 핵분열생성물의 

완전 분리가 불가능하고， 핵연료물질의 방사능으로 인해 반드시 원격 조작되 

어야 한다. 

고온야금분리공정의 개발 초기에는 공정에 적용가능한 내부식성 및 내고 

온용 재질의 선정에 문제점이 있었으나， 최근 고온용 금속과 세라믹 둥의 개 

발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 고온야금분리공정은 

EBR-II 의 금속핵연료를 대상으로 처음 적용하였다. 

가. 산화물 slags 

산화물 slags올 이용한 고온야금공정은 낮은 융점을 가지는 안정한 산화 

물과 용융산화물과 용융우라늄에 대하여 내부식성을 가진 재질이 없다는 것 

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회 예비실험 후， 이 

에 관련 기술개발은 중단되었다. 

그후， 프랑스의 Petit 동은 BeO, BaO 및 SrO퉁으로 구성된 비교적 낮은 

융점 (1100 -1400.C)을 가지는 화합물을 개발하였고， BeO와 Al203 도가니는 

용융산화물-우라늄계의 반응기 재질로서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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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L연구소에서도 U-fissium합금을 이용한 연구에서 고순도 분리가 가능함 

을 나타내었으나I BeO와 Alz03 도가니의 부식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 

된 기술개발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었다. 

나. Halide slagging 

용융 우라늄합금으로부터 핵분열생성물 추출을 위한 halide slag 공정개 

발은 60년대 미국의 ANL연구소를 중심으로 하여 활발히 진행되었다. ANL 

연구소는 halide slag 공정에 대하여 MgCh, UCh, UC14, UF3와 UF4둥의 산 

화제를 사용하여 일련의 실험올 수행하였다. 원소의 분리특성은 열역학적 이 

론과 일치하였고， 즉 알카리와 알차리토금속류의 핵분열생성물은 플루토늄보 

다 쉽게 추출가능함을 실중하였다. 그리고 NM원소는 우라늄상에 잔류하고， 

90%이상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함을 나타내었다. 상기 실험에서 융제로서는 

알차리와 알차리토금속 염화물과 불화물올 사용하였다. 열역학적 고찰결과， 

UCb보다는 UF3 가 플루토늄의 추출에 효율적임을 나타내어， 초기실험에서 

불화물 융제를 사용하였으나 최근 실험에서는 부식성을 고려하여 주로 염화 

물의 염을 사용하였다. 

2. Salt transport공정 

미국의 ANL연구소는 1960년대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정제를 위한 고온화 

학적 분리공정 개발에 주력하였다. 고온화학분리공정은 고온의 용융염과 용 

융금속계에서 사용후핵연료중에 함유된 핵총의 분배계수 차를 이용하여 분 

리.회수하는 공정이다. 이들 공정에 대한 기술개발은 ANL연구소의 Knighton 

퉁이 용융염/Zn-Mg계를 이용하여 U30S, Th02와 PUÛ2에 대한 환원반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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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처옴 시도하였고 3，4) 이후 이와 관련된 공청은 Ca 환원제， ZnCh 

Booster. CaCh 융제， 환원된 우라늄 금속의 포집제로서 Zn올 이용하는 

bomb 공정에 의해 U(갱로 부터 우라늄 금속을 제조하는 방법이 Marden5
) 퉁 

에 의해 개발되었다 Bellamy 둥은 환원제와 융제로서 각각 Ca과 CaCh, 

Mg와 MgCh를 이용하는 bomb 공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Beard 둥은 환원 

제로서 Ca를 이용하여 UÜ3로 부터 구형의 우라늄 금속입자를 제조하는 공 

정올 실증하였다. 

bomb 공정의 대안공정으로， ANL연구소는 용융금속계를 이용하는 UÛ2의 

환원반응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Knighton 둥은 융제를 사용하 

지 않는 조건에서 Zn-6 w/o Mg 합금에 의해 U02와 UF4가 환원됨을 실증 

하였으나， 환원율은 매우 낮았다. 그후 M라디n 둥은 DOW-230 융제가 존재 

하는 조건하에서 Zn-Mg 합금올 이용하여 U02펠렛의 환원시 험을 수행하였 

다 Martin， Pierce, Hesson 및 Schneider 둥은 융제가 존재하는 조건과 존 

재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Zn-Mg 합금과 Cd-Mg 합금을 이용하여 U30S-FP 

혼합산화물의 환원반웅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결과， 이들 

환원반웅은 기타 핵분열생성물 둥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 

다. Schneider6) 둥은 융제가 존재하는 조건과 존재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용 

융 Mg 금속을 이용하여 U(객와 U30S의 환원반웅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 

고， Hewitt 둥은 융제가 없는 조건하에서 용융 Zn-Mg 합금올 교반기에 의 

해 혼합되는 상태에서 UQz의 환원반웅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salt transport공청은 초기에 Brookhaven 연구소와 ANL 연구소에서 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Brookhaven 연구소에서는 주로 액체금속로의 핵연료제 

조를 위한 공정올 개발하였으며， 이는 용융염상의 UCb를 Bi-Mg금속에서 선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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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은 환원된 그리고 공정이다. 분리하는 RE원소를 환원하여 택적으로 

환원되어 의하여 Bi-Mg용융금속에 다시 재산화되고， 용융염계에서 다른 

의하여 Chiotti에 연구소에서는 ANL 제조된다. Bi-Mg-U합금핵연료가 

위한 salt transport공정올 개발하였 흘
 원

 
RE원소의 Th-Mg금속으로부터 

선 택 적 으로 산화되 고， 2n-10 at.%(4wt%)Mg 다. RE원소는 MgCh에 의하여 

Klepfer둥에 공정은 。l분리된다. 환원되어， MgClz로부터 의해 용융합금에 

접촉하는 Th-Mg와 Zn-Mg용융금 

속올 이용한 salt transport공정을 개발하였다. 

연구가 확대되었고， 용융염과 상호 의해 

3. Salt Cycle Process 

포함된 우라늄산화물의 염화반웅에 의해 생성된 uramum 핵분열생성물이 

고온화학 인해 사용후핵연료의 용해특성으로 용융염계에서의 oxychloride는 

연구는 관련된 이와 제공한다. 장점을 tJJ. 。
"'" '-적용가능하며 분리공정에 적 

발생되는 고온야금분리공정에서 사용핵연료의 EBR-ll 의 ANL연구소에서 

skull 도가니로부터 개발되었다. 이는 회수목적으로 우라늄의 skull으로부터 

수행 핵분열생성물을 산화시키고， 다음 공정의 U02 및 제거하기 위하여 를 

용이성올 고려하여 용융염계에서 .염화제를 이용하여 환원시키는 공정으로서， 

적용되지 아직 우라늄의 회수를 

않고 있지만， 이들 결과는 향후 큰 관심올 이끌것으로 전망된다. 

위한 공정에는 공정 은 skull으로부터 이의 

알카리 및 알카리토금속류의 염화물계를 이 NaCl, KCl의 혼합염 화물 및 

염 보고되었다 7，8) 대한 연구는 여러문헌에 염화반웅에 용한 우라늄산화물의 

이용되었고， Gibson 퉁은 FeCb의 

이 용하여 beryllium파 thorium산 

염화물 퉁이 

탄소와 염소가스를 

<h 
u 

포스겐과 얄루미늄 

CO 혹은 촉매존재하에 

화제로서 



화물의 염화반웅에 대하여 연구률 수행하였다. 우라늄-fissium산화물의 염화 

반웅에서 일부 핵분열생성물은 염화물의 휘발성으로 인하여 용융염으로부터 

제거된다 2r， No, Ru 및 Mo는 휘발성 염화물올 생성하는 대표적인 핵분열 

생성물이다. 그러나 일부 원소는 염화반웅이 진행되지 않고， 용융염상에 산 

화물 형 태 로 존재 한다 9) Bomgren과 Van Artsdalen10
) 둥에 의 해 용융 염 계 에 

서의 화학반용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Hanford 연구소에서도 salt cycle concept 연구의 일환으로 우라늄 

산화물의 염화반용에 대한 연구롤 수행하였다. 이의 공청은 용융염계에서 

AlCb, 염소가스， phosgene 가스풍의 염화제를 이용하여 우라늄산화물올 영 

화반용시키는 공정으로서11l 우라늄산화물은 용융염첸에서 염화반용에 의해 

우라늄염화물를 생성하고， 생성물은 용융염에 쉽게 용해된다. NaCI-KCl용융 

염계에 염소가스를 bubbling시키고， U02를 접차적으로 가하면， 다음과 같은 

반웅에 의해 uranium oxychloride를 생성한다. 

U0 2+C1 2 
> 660"( .UO?Cb 

NaCI-KCl “ 
.............. (2.1) 

다른 우라늄산화물(U30S， U03)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반웅하여 uraruum 

oxychloride를 생 성 한다. 

U30s+3C1 2 、ζ땐E， ~ 3UOzC12 + O2 ................................................ (2.2) 

U0 3+C1 2 "，，-Tζ빨Zl ~ 3U02C1 2 + 융 O2 .............................................. (2.3) 

uranium oxychloride로부터 UQz 결정제조에 관한 연구결과는l깅 기존의 

문헌에 발표되었으나， 모든 경우 U02결정은 때단위의 초미립자이며， 

inter10ck된 결정의 뭉침으로 결정 성장된 것이다.H따npe는 l않8년에 용융염 

-' 7-



에 합유된 urany 1 chloride룰 전기분해하여 U02 결정올 제조하는데 성공하 

였다. Gibson파 Wassel은 알칼리 용융염에 합유된 uraniurn oxychloride로부 

터 UÛ2의 전착에 대한 연구를 pilot규모(카본전극 이용)의 cell에서 수행하였 

다. 

그리고 Smiimov와 Ivanovsky 둥은 용융 알칼리염에서 UÛ2 양극의 전해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거의 양론적으로 U(객가 옴극에 전착된다는 사실올 알 

았다Hil1， Perano와 Osteryoungl3
) 둥은 450"C온도 조건에서 Pt( Il )-Pt(O) 

표준전극을 이용하여 U02(VI)-U02(N)에서의 표준 전위 Exo = -0.285 V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Gibson -Wassel는 음극에 전착된 UÛ2결정올 분석한 결 

과， 아주 견고한 interlocking된 모수석모양(dendtnc)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올 

관찰하였다. 

4. RIAR의 Pyroelectrochemical Process 14,15,16,17,18) 

구소련에서는 1964년 원자력이용국가위원회 (GKAE)의 결정에 따라 RIAR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FBR 핵연료를 용융염을 이용한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재처리， 재처리된 산화물핵연료(U02， PU02)을 진동충진법으로 FBR핵연료를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1970년대 초에는 상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직이 구성되었다. BOR-60원자로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와 

MOX핵연료의 재순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978년에 VVER 사용후핵 

연료중에 함유된 플루토늄올 FBR원자로에 재순환하는 방침올 세우고， RIAR 

연구소에서는 상기의 목적올 위해 고온전기화학적 분리공정올 제안하였다. 

1980년 중반에는 MOX핵연료를 제조를 위한 고온전기화학적 분리공정를 개 

발완료하였다. 그리고 1991년에는 ERC에서 진동충진법으로 BN-600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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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u핵연료 집합체률 최초로 제조하였고， 아쿠치냐이드 연소로의 핵연료주 

기 개발과 관련된 MA소멸처리 프로그랩(DOVITA)를 착수하였다. 

RAIR 연구소의 고온전기화학적 분리공정은 Compact하고， 폐기물의 발생 

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핵연료주기의 경제성올 향상시키는 장점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올 중접적으로 연구개발올 수행하고 있다. 

。 용융 염화물계에서 우라늄， 플루토늄과 주요 핵분열생성물의 화학적 

토득λ’ ..., 。

。 UQz의 전착， PU02의 침 전결정 화 및 혼합핵 연료 UQz-PuQz의 전착공 

정 기술개발 

。 상기 공정에 이용되는 원격조작 장치의 개발 및 시험평가 

。 실험실 규모의 연구복합시설 

- 고온전기화학적 공정올 이용한 과립형의 혼합핵연료제조 시셜 

- vibropac를 이용한 BOR-60 혹은 BOR-600용 핵연료 Assembly제조 

시설 

이들 공정에서 제조된 핵연료는 이론적 밀도(10.7-10.9 g/cm3)와 유사한 

밀도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vibropac에 의한 제조된 노심핵연료의 유효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원격운전의 조건하에서 고온전기화학적 공정을 수 

행할 수 있는 장치들이 개발되었다. 이의 주요장치는 chlorator- elctrolyzer 

-pyrographite이며， 음극， 양극 및 가스공급관으로 구성된다. 상기의 장치는 

부품올 원격교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였으며， 개발 및 실중이 완료된 상태 

이다. 개발된 electrolyzer는 도가니의 부피와는 상이하며， 40 L 용량， 즉 30 

kg의 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올 갖는다. BN-600원자로의 1개 핵연료 

집합체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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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ator-electrolyzer 이외에도 음극 전착물을 분쇄하기 위한 장치， 전착 

물로부터 용융염 분리장치， 건조기 및 둥급기둥의 장치들이 사용된다. 이들 

장치는 상용시셜의 원격운전을 고려하여 모든 장치운전의 원격화를 기본적 

인 설계요건으로 하였다. 상기의 모든 장치들은 UÛ2, U02-Pu02핵연료롤 

BOR-60원자로와 BN-60, BN-35Q원자로에서 실중 및 시험을 위하여 개발완 

료되었거나 혹은 개발중이다. 

R파R연구소의 고온전기화학적 분리공정은 미국의 ANL연구소에 개발된 

IFR핵연료주기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나， R파R연구소의 고온전기화학적 분 

리공정은 산화물핵연료를 대상으로 하고， 진동충진법올 이용하여 핵연료를 

제조하는 반면에 IFR핵연료주기는 금속핵연료를 대상으로 하고， 금속연료를 

용융사출법에 의해 제조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그리고 R퍼R연구소에서는 

재순환된 FBR핵연료를 대상으로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나， ANL연구소 

에서는 재순환연료의 조사시험올 아직까지 수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R파R연구소에서는 고옹전기화학적 분리공정， 진동충진법， 재순환 

핵연료 조사， 방사성물질 취급시설 둥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 

법에 의한 MA원소의 소멸처리 프로그램올 수행하고 있다. 

O 고온전기화학적 분리공정에 MA원소를 혼합 

O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올 제거한 후 진동충진법에 의한 핵연료제조과정 

에서 MA원소롤 혼합 

R퍼R연구소에서 제안한 방법에 의한 MA원소의 소멸처리에 대하여 검토 

를 수행하였는데， 이 프로그랩을 DOVITA(Dry Oxide Vibropac Integral 

Transmutation of Actinides) 프로그램이라 하며， 1992년부터 상기 프로그랩 

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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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FR 핵 연료주기 19，때，21 ，22，23，24) 

IFR(Integral Fast Reactor) 금속핵연료 재처리법은 LiCl, KCl , CdCl 둥과 

같은 고온의 용융염올 매개체로 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용융염에 용해시킨후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분리하는 건식 재처리법에 속한다. 건식 재처리법은 사 

용후 금속핵연료에 열를 가해 용융염에 용해시켜야 하므로 고온공정이며， 고 

온 야금법이라고도 한다. 재처리 기술개발 초기단계이던 1950-60년대에 물 

을 사용한 습식 재처리법과 열올 사용한 고온야금법으로 나뉘어 기술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온야금법은 융점이 2,700.C 정도로 매우 

높은 산화물 핵연료를 용해시키는 어려움， 낮은 플루토늄 분리효율， 상대적 

으로 높응 재처리비용 때문에 PUREX 방법처럼 상용기술로 발전되지 못하 

였다. 표 2.1은 습식 및 건식 재처리법의 특정과 차이점올 보여준다. 

IFR 연료 재처리기술은 고온야금법중 화학적 고온야금법에 속하며 그 중 

용융염 전해법을 이용한 재처리 방법이다. IFR 연료 재처리기술은 고온 야금 

법 중에서 비교적 저온을 이용하며 전기화학적 분리방법으로 공정이 단순하 

고 분리효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PUREX 법 처럼 PU만 고순도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핵확산 저항성 측면에서는 유리한 면도 있다. IFR온 

이러한 재처리기술 특성에 적합한 노형이다. 즉， 핵분열생성물(Fission 

Product: FP)를 고순도로 제거하지 않은 악티나이드계 원소(ac디띠des)가 공 

존하는 금속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장반감기 고준위 폐기물인 악티 

나이드계 원소들을 소멸처리시킬 수도 있다. 특히 IFR은 금속핵연료를 사용 

하기 때문에 재처리로 회수되는 금속 UIPu을 단순한 사출성형법으로 곧바로 

핵연료로 제조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따라서 재처리로부터 핵연료 

제조는 조밀한 공정으로 만들 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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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고용화학야금법과 습식재처리법의 비교 

비교항목 고온 화학야금법 습식 채처리법 

O 공정빼기물량 - 약 5OUton S.F. -약 400L/ton S.F. 

O 공정규모 -쾌기물 처리가 소규모 -연속쾌기물처리 필요성 때문에 

이기 때문에 조밀구조 비교적 대규모 

O 공정조업온도 -500 t - l,(XX)"C -l00t 이하 

O 장치비 -조밀구조이기 때문에 -대규모 공정이기 때문에 장치 

장치비 저렴 비가큼 

O 회수 TRU 형태 -금속 -산화물 

O 회수 TRU 순도 -불순물 포함 -고순도 

o 2차 폐기물 - LiCl, C02, Crucible둥 -solvent,IX resin 둥 

o 2차 폐기물량 -소량 발생 -대량발생 

O 핵염제 제어 -용이함 -수용성과 고순도이기 때문에 

어려움 

O 귀금속 회수 -부산물 회수됩 -회수 않됩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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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는 IFR올 핵확산 유발기술로 보아 고속중식로 기술개발올 억제 

하여 온 면도 있으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ANL은 IFR핵연료주기를 개발 

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국정부의 IFR기술개발에 대한 소극적인 면올 고려할 

때 IFR의 핵확산저항성에 대한 미국정부 당국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처리 기술은 고도의 원격조작과 Hot cell기술올 요 

구하며， 또한 시설면적도 극히 작기 때문에 이런기술올 개발하고 보유하게 

되면 의도적인 기술적용에 따른 핵확산 위험성올 기존 Purex기술과 마찬가 

지로 가지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Purex보다 핵확산 저항성이 있다고 말하 

기는 어렵다. 

그러나 Purex공정과는 달리 고방사성의 핵분열성 물질를 분리하지 않고，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함께 추출하며 t PU를 Npt Cm퉁 다른 TRU와 함께 회 

수하기 때문에 핵무기로 전용가능한 고순도의 pu를 얻을 수 없다. 이러한 면 

은 의도적인 핵확산도 용이하지 않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핵사찰 측면에서 볼때도 IFR핵연료주기는 공정이 단순하고 또한 전 핵연 

료주기를 일관된 연속 공정에 의한 소규모의 밀집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Purex공정보다 훨씬 핵사찰이 용이하다. 특히 최근에 PU의 국제공동관리 둥 

핵확산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핵사찰이 용이하고， 또 

한 이에 대한 투자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은 향후 기술의 상용화시 중요한 

이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 ANL에서는 IFR 프로그램의 열쇠가 되는 IFR재처리 기술실중올 위 

해 1988년부터 핵주기시설의 개발에 대한 노력올 해왔다. 본 재처리 기술실 

증은 미국 에너지성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클린턴 정부가 들 

어선 후 국제 핵비확산성 정책의 강화를 위해 재처리 및 고속증식로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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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연구개발 계획의 존립이 불투명한 상태이 

다. 1993년에는 우여곡절 끝에 1994년 연구예산이 축소조정된 상태나마 숭인 

이 되었다. IFR재처리 기술실중은 Id하10 IBR lI 옆에 위치한 FCF에서 수행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본은 1989년 까지 IFR기술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IFR핵연료주기 기술올 핵심적인 기술로 평가하였으나 실용성을 평가하기 위 

한 장기 연구조사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90년부터 5개년 장기 연구개 

발 계획올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의 공동연구도 추진하여 1992 

년 말에 CRIEPI가 중심이 되어 미국의 DOE와 공동연구롤 출범시켰다. 그러 

나 일본의 FBR 연구개발올 산화물핵연료를 사용하는 유럽형 FBR올 추진하 

고 있기 때문에 IFR형 고속로와 핵연료주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IFR실 

용성평가 연구가 종료된 후가 될 것이다. 특히 IFR의 장반감기 악티나이드 

폐기물 소멸처리 특성은 고속중식로 뿐만 아니라 고준위혜기물처리 차원에 

서 IFR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올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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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고온화학공정의 이론적 고찰 

1. 공정의 화학적 이론 고찰g잭낀) 

가. 개 요 

고온화학공정은 용매인 용융금속으로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산화물의 용해， 

용융염상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산화， 용융금속과 용융염상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환원， 그리고 용융염 및 용융금속의 증발에 의한 우라늄과 플루 

토늄의 분리공정둥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고온화학공정은 각 공정단계에서 

산화-환원반응의 화학적 특성올 이용하여 원소를 화학적 거동이 유사한 그 

룹별로 분리가 가능하다. 

고온화학공정은 용융염 및 융점이 비교적 낮은 금속 즉， Zn, Cd, 및 Mg 

등의 금속이 주로 사용된다. 초기에 이들 공정은 산화물핵연료로부터 우라늄 

과 플루토늄 회수공정의 개발과 관련하여 수행되었다. 고온화학공정은 첫 단 

계로서 용융염-용융금속계의 추출공정에 의하여 산화물은 금속으로 환원된 

다‘ 

산화단계( U(외)oy) 읍 U’3(S려t) + 3e-)에서 환원반웅 혹은 2차 용융금속 

에 대 하여 전자를 공여 하기 위 하여 ( Mg(s려t) + 2e- 읍 Mg(허loy) ), 상기 와 같 

은 반웅이 진행된다. 반면에 2차 용융금속은 반대로 전자공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환원반응이 진행된다( U+ 3(S려t) + 3e- 읍 U(려loy) ). 

상기와 같은 반웅은 주로 외부에서 포텐셜 혹은 산화반웅에 의하여 전자 

를 공급받는다. 산화-환원단계에서 redox couple에 의한 방법은 처음으로 

C 

니
 

----



chiot디와 p하ry둥이 도입하였으며， 산화환원반웅올 이용한 salt transport공정 

은 60년대 우라늄 및 풀루토늄의 정제.회수 목적으로 미국 ANL연구소가 중 

심이 되어 개발되었다. 그리고， 산화-환원반웅에서 외부의 포텐셜올 이용하 

는 방법은 mullins와 leary둥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으며， 플루토늄의 정제을 

위한 전해정련공정과 우라늄 및 플루토늄의 고효윷 정제 및 회수를 위하여 

여러 용융염 및 용융금속올 대상으로 salt transport 관련공정에 대한 연구를 

70년대에 활발히 진행하였다. 

나. 용융염과 용융금속간의 분배 

고온화학분리공정은 주로 다성분계에서 대상원소의 분배계수를 이용하여 

열역학적으로 해석한다. 고온화학분리공정은 용융염과 Mg-Zn 합금사이의 

우라늄 분배계수를 계산함으로서 이론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용융염에 용 

해된 우라늄염화물이 Mg금속에 의하여 환왼되고， 용융금속으로 역추출되는 

공정에 대한 이론적 해석의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역추출공정의 화학반응 

평형식은 다음과 같다. 

3 UCI 3 ( sal t) +융 Mg( 허loy) 섭 U( 허loy) + 2 MgC1 2(salt).. ....................... (3.1) 

상기반웅의 평형상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 
2 

au.a MgCl, 
효 = Ka......................................... . ........................................... 떠.낀 
2 

aüCl,a Mg 

여기서 a는 활동도를 나타내고，Ka는 activity의 평형상수를 나타낸다. 그리 

고 활동도 계수 r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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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1' i= 강 

우라늄의 분배계수 D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o = XUCI, 
Xu 

따라서 상기식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올 구할 수 있다. 

log0 = 징짧- 3logQMg + 1og r U + 흉 log aMgCI, - log l' 따 

AG。 = 5 AG삶Cl， _ ð.Gfo
UC1, 

상기식의 오른쪽 항을 3개항으로 분리하여 고려하면 편리하다. 각항은 순 

서대로 2 원소 염화불 생성의 자유에너지， 용융금속 및 용융염 조성에 영향 

올 받고， 각 항은 reaction potential, reduction potential 및 ox.ide potential의 

특성을 갖는다. 상기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reaction potential의 염화물생 

성의 자유에너지항을 고려하여， 표1에 이들의 값을 요약.수록하였다. 표 1의 

값은 1 g-atrn의 염화물에 대한 표준생성자유에너지로서， 이들 값을 각 염화 

물의 표준자유에너지 값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2.3RT로 나눈 것이 

다. 몰당 g-atrn의 수에 대하여 다시 환원한 값은 분배계수 차의 순서와 일 

치한다. 예를 들면 계의 산화-환원potentia1이 Mg-MgCh에 의하여 제어될 

경우， MgCh보다 큰 표준자유에너지률 갖는 모든 염화물은 용융염상에 폰재 

하고， 반면에 MgClz보다 작올 경우에는 용융금속상에 존재한다. 따라서 용융 

염과 용융금속계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산화에 의하여 NM원소 및 피복 

관 구성원소로부터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분리가 가능함올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환원potential의 차가 크지 않는 RE원소에 대한 플루토늄원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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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고제염의 고온화학분리공정 개발이 지연되 

어 왔으나， 70년대에 Knight에 의하여 개발된 Cu-Mg용융금속올 이용한 공 

정은 Cu-Mg용융금속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 RE원소의 환원potenti려의 적 

절한 차에 의하여 비교적 높은 제염이 가능하다. 

식3으로 부터， 우라늄의 분배계수를 용융염 MgC12와 용융Mg-Zn금속계의 

조건에서 계산한 결과를 표2에 요약.수록하였다. 반웅potenti려는 Prankraz에 

의해 발표된 MgClz의 표준자유에너지， Fuger에 의해 발표된 UCb의 표준자 

유에너지로부터 계산되었다. 그리고 UCb(용융온도 : 837 OC)는 8oo
0

C 의 이하 

의 온도에서 고체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기온도에서 UCb의 표준자유에 

너지는 용융조건의 표준자유에너지를 기준으로 하여 추정하였다. 800 oC 에 

서 반웅potential는 약 -3.999를 나타내었다. 

반웅 potential는 Chiotti와 Stevens에 의해서 발표된 Mg-Zn 용융합금의 

활동도와 Zn-Mg 용융합금에서 우라늄의 활동도계수로부터 계산되었다. 용 

융합금에서 낮은 우라늄의 농도는 Mg의 활동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활동도는 표 2의 3번째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성분 합금의 데이터로부터 

계산됨을 알 수 있다. 2성분 Mg-Zn용융합금에서 우라늄의 활동도계수(표 

3.2의 4번째 항)는 Darkin - Richardson식으로부터 계산되었다. 

A G XS 
r.An_7 

log r U XMglog r U(MII)+XZn]og r u(삐- 2 3Rf-4n - - --(3 4) 

여기서 r U(Mg)와 r U(Zn)는 각각 Mg와 Zn용융금속에서 우라늄의 활동도를 

나타내고， AGxsMg-zn는 XMg 와 XZn 몰분율의 조성올 가진 Mg-Zn합금의 과 

잉 표준자유에너지를 나타낸다. 800 't의 조건에서 Mg와 Zn용융금속내의 

우라늄 활동도계수는 각각 0.155, 3.131 X 104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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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에 대한 산화 potentia1은 물은 농도의 조건에서 MgCb의 활동도 

는 1이라는 가정하에 계산되었다. MgClz용융염에서 UCh의 활동도에 대한 

실험적 데이터는 기 발표된 것이 없다. 우라늄에 대한 분배계수(표 3.2의 5번 

째 항) 즉， UCh가 1이라는 가정하에 계산된 결과는， 표2의 6번째 항에 나타 

낸 바와 같이 constant factor에 의한 실험적 데이터보다 더 큼을 알 수 있 

다. 이 값은 약 1，당)() kca1에 상당하며，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에는 상당히 

신중을 요한다. 왜냐하면， 이는 반웅 potentia1의 이용된 데이터에 큰 영향올 

미치기 때문이다. MgClz용융염과 Mg-Zn용융합금계의 조건에서 계산된 우라 

늄의 분배계수에 대하여 Knight에 의하여 발표된 그림 1의 실험적 데이터와 

비교분석결과， 이는 실험적 데여터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분배계수의 이론적 계산은 산화-환원 potential이 Mg-MgClz둥의 산화

환원couple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계 이외에， 둘 혹은 그이상의 악티나이드 

혹은 핵분열생성물이 평형상태로 존재하는 계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Cd와 같은 용융금속에 용해되는 경우， 소량 

용해된 CdClz가 함유된 알카리 금속염화물 혼합물과 접촉하고， 용융금속내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용융염의 CdClz 함량이 한계 수준에 도달할 때 까지 

용융염으로 이동된다. 그리고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다음과 같은 반웅식에 의 

하여 평형상태를 유지한다. 

UC)3(salt) + Pu (al)oy) <=* PuC1 3 (s외t) + U( alloy) ............... … .............. (3.5) 

예를 들면， 우라늄과 플루토늄 분배계수의 비는 식 3의 3번째 항에 큰 영 

향올 받는다. 그리고 이의 이론적 해석올 위해서는 UCh와 PuCh의 표준자유 

에너지， 용융Cd금속에서의 우라늄파 플루토늄의 활동도 계수와 용융혼합염 

에서 UCb와 PuCb의 활동도 계수의 값이 요구된다. 특히 용융Cd금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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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도 계수와 표준자유에너지의 값은 분배계수의 이론적 추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표 3.1. Relative Stabilities of Chlorides at 1α)() K(values from Prankraz) 

Salt 6G/2.3RT Salt 6G/2.3RT 
(g-atm of CI) (g-atm of CI) 

BaCh 18.28 MgClz 12.68 

CsCl 18.08 UCh 11.68 

KCl 17.84 ZrC14 9.85 

LiCl 17.23 ZnCh 7.13 

CaCh 16.77 CdClz 6.33 

NaCl 16.66 CrClz 6.09 

PrCb 14.19 FeClz 5.73 

CeCb 14.09 NbC15 5.42 

NdCb 13.95 NiClz 4.09 

PuCb 12.75 MoCb 2.81 

- 20-



표 3.2. Computation of the Distribution of Uranium between Molten MgCh 

and Liquid Zn-Mg(1073 K) 

XMg log Dobs 3/210gaMg log ru logD*calc Ca1c-Obs** 

0.0063 -0.502 -4.482 -0.771 -0.288 0.214 

0.0592 -1.972 -2.871 -0.452 -1.579 0.292 

0.1438 -2.075 -2.077 0.048 -1.874 0.201 

0.2355 -2.151 -1.565 0.563 -1.871 0.280 

0.2907 -2.026 -1.313 o.잃5 -1.801 0.225 

0.4650 -1.656 -0.750 1.831 -1.418 0.238 

0.6056 -1.297 -0.444 2.561 -0.994 0.303 

0.6977 -0.990 -0.295 3.026 -0.678 0.312 

0.7789 -0.626 -0.190 3.428 -0.380 0.246 

0.8018 -0.밍6 -0.165 3.540 -0.294 0.212 

* assumes that log r UCI3 = 0 

** equal to log r UC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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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alt transport 공정 의 열 역 학 

용융염에 의하여 용융금속간의 추출 및 역추출 조작은 고온건식공정의 

기본원리이며， 이와 같은 공정을 이용하여 우라늄과 플루토늄롤 회수 및 정 

제한다. 이들 공청은 기본적으로 산화-환원반용을 이용하여 NM원소， 피복관 

구성원소로부터 우라늄과 플루토늄올 분리하고， 특히 각 원소에 대한 분리계 

수 특성이 우수한 하나 이상의 용융금속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의 선택 

적 분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salt transport공정은 RE원소에 대한 분리효율이 

낮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RE원소에 대한 분리효율올 높이기 위해서는 

salt transport공정으로 도입전에 다른 추출공정에 의하여 RE원소를 션택적 

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초기에 존재하는 donor합금으로부터 용융염과의 염 

화반용에 의하여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용융염으로 추출되고， 추출용융염은 

acceptor합금의 접 촉에 의 하여 ,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acceptor합금으로 역추 

출된다. donor합끔에서의 반용은 다음과 같다. 

3 U(d) + 2 MgCI 2(s) 읍 UCI 3(s) + :2 Mg(d). ....................................... (3.6) 

반면에 acceptor합금에서는 상기반웅의 역반웅이 진행된다. 

UCI 3(s) + ~ Mg(a) 읍 U(a) + ~MgCI2(S) β 7) 

여 기 서 d, s와 a는 각각 donor, salt와 acceptor를 나타낸다. 그리 고 총괄반웅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U(d) + 효 Mg(a) 성 U(a) + 효 Mg(d) .................................................... (3.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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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평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죠 

aU(a) .a 항(dL = 1 .......................................................................................... (3.9) 
2 

aU(d).a Mg(a) 

여기서 a는 활동도를 나타내고， 상기식올 몰분율과 활동도계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U(a) 

XU(d) 

.J. ι 

( 프뾰셈 ) 2 수과브1.… ............................................................. β.1이 
aMg(d) ì U(d) 

따라서， 용융염의 이동이 완료되었올 때， 양 용융합금에서의 원소의 몰분 

율은 Mg의 활동도와 양 용융합금에서의 활동도계수의 비에 큰 영향을 받는 

다. 활동도 계수는 이들 계에서 크거나 혹은 매우 작기 때문에 원소의 이동 

된 분율은 양 용융합금의 조성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우라늄과 플루토늄 

이 공존할 경우， 평형식은 다음과 같다. 

브핀얻 = 르쁘브1. ........................................................... (3.11) 
aU(d) a Pu(d) 

상기식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분리효율은 두 용융합금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활동도 계수에 큰 영향올 받음올，알 수 있고， 두 용융합금에서 

활동도계수가 동일하다면， 두 용융합금에서 플루토늄대 우라늄의 비는 동일 

하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해석은 두 용융합금이 단일상으로 폰재하고， 즉 각 용 

융합금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완전히 용해됨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용융 

합금에서 제한된 용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정의 운전에서는 큰 오 

차를 유발한다. 따라서， 다른 이론적 접근방법 즉 salt transport공정에서 제 

한된 용해도의 영향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큰 장점을 제공한다. 이는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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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용해도 데이터와 분배계수를 이용하여 이론척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분배계수는 앞에서 기술한 방법을 이용하여 열역학데이타로 계산되고， 용해 

도는 기 발표된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이론척 해석에서 donor에 

서 acceptor합금으로의 이동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됨을 가정하였 

다. 즉， 용융염은 먼저 donor합금과 접촉하여 평형상태에 도달하고， 그리고 

나서 acceptor합금의 vessel로 이동하여 평형상태에 도달， 용융염은 다시 

donor vessel로 재순환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이론적 해석올 위하여 분배계수 Ko와 KA는 보흐와 프흐로정의되고， 
Wo WA ’ 

Ws , WD 와 WA는 각각 염， donor과 acceptor내의 용질의 무게분율을 나타 

낸다. 그리고 원소의 추출 및 역추출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donor와 평 

형상태을 유지하고 있는 용융염내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농도는 acceptor와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농도보다 커야 한다. 즉 KD Wo>KA W .... 의 조건올 

유지하여야 한다. acceptor로부터 재순환되는 용융염내의 농도가 donor와 평 

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농도와 통일할 때， 용융염의 이동은 중단되고， 최대 

용융염의 이동은 Ko Wo=KA WA인 조건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최대 용융염 

의 이동한 조건에서의 상관관계식이 성립한다. 

WA Ko ....... (3.12) WD K A • 

상기식은 식 3.10과 동일하다. 용융염의 단계적 이송공정을 모델령화하기 

위하여， 용융염의 이송분윷은 분배계수， donor의 량(D) ， 용융염의 량(S) ， 

acceptor(A) 및 이송주기수의 함수로서 나타낼 수 있다. 물질수지와 분배계 

수의 정의로부터 donor내의 용질(우라늄 혹은 플루토늄)분율 Fn와 ac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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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송된 용융염은 다음식파 같이 표현된다. 

FD 

KD ( 픔 )x + Z 
... (3.13) 

K D( 음) + 1 

여기서 X는 이송된 용융염의 분율， z는 용융염에 포함되어 이송된 소량의 

donor분울올 나타낸다. 그리고 acceptor에서 다시 donor로 역이송된 용융염 

의 분울은 상기식에서 Ko와 D를 KA와 A로 대체하면 donor로 역이송된 용 

융염의 분윷에 대한 식올 얻올 수 있다. 

그리고 n회의 용융염 순환후 이송된 분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φn = ( 1 - fL )( 1-Fn) , F = ( 1-FA)( 1-HL--------------------------------------떠.때 
l-F 

F는 1보다 적기 때문에， 이송된 최대분율은 φmax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φn = ( l - fL ) -----------------------------------------------------------------------------------떠.폐 l-F 

그리고 이론적 추정값의 정확성올 기하기 위하여 상기식올 수정하면， 다 

음과 같고， φmax = 1 - f, f = 훨 약 0.1%의 오차내의 정확성올 가진다 

용융염의 이송중에 용융합금이 동반되어 이송되지 않는다면(z = 0), 최대 이 

송분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φ KDA -- --------------… •••• … ••••••••• (3.16) 
때X KAD+KoA +KoKAS 

상기식에서 KA = 0이면 용융염의 완전이송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는 또한 물질수지와 분배계수의 청의， 식 3.12로 부터도 추 

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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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용융염의 순환주기수 n이 0에서 ∞로 변화할 때， 1 - ~은 0에서 

l로 변화하기 때문에 용융염의 순환주기수는 최대가능이송분율 φ때x 에셔의 

분율 P가 요구되며， 식은 다음과 같다. 

ln (} - p) 
n -!!.!..파F 1 .................................................................................................. (3.17) 

그리고 상기식에서 F값이 0.8이상￡로 중가할 경우， n의 값은 크게 중가한다. 

상기식온 모든 용질은 초기에 donor와 염에 존재하고(초기에 acceptor는 

폰재하지 않음)， acceptor로 이송된 모든 용질은 완전히 용해된다는 가정하에 

유도된 것이다. acceptor로 이송된 용질의 량， φWð.i(KDS+D)은 donor에 존 

재하는 초기 농도 wd，i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donor에서의 용질의 농도와 

용해도가 낮을 경우， 이송된 량은 이송분율이 클 경우에도 매우 작다. 

이송된 량은 Ko가 KA보다 크지 않는 경우와 같이 Fo가 FA보다 크지 않 

을 때， φmax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와 같은 경우， 이송된 량은 불용성의 금 

속상과 같이 조성을 가진 초기 염의 이송올 시작함으로서 증가된다. 이는 2 

가지의 장점올 제공하는데， 첫째 이송가능한 용질의 총량과 이송속도가 커진 

다. 두 번째로 donor에 존재하는 불용성이 존재하는 한， donor로부터 이송된 

분율은 donor내의 조성이 이송주기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보다 더 크다.n회 

이송주기후 이송분율은 다음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φ n 
pF D(1 - F A ) 

F" - ". (1 -(}-F A )") ••••••••••••••••••••••••••••••••••.•••••••••••••••••••••••• (3.18) 
A 

여기서 p는 초기 donor와 용융염에 존재하는 총용질의 분율올 나타내고， 

p값은 초기의 donor에 존재하는 총 용질의 량， 분배계수 및 donor의 용질용 

해도로부터 계산된다. 상기식은 불용성의 금속이 존재， 즉 과잉의 용질이 존 

재하는 조건에만 적용가능하다. 모든 용질 즉 고체가 용해된 경우에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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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를 이용하여 이송분율올 계산하여야 한다. donor내에 불용성의 금속상올 

일부 함유하고 있는 염이 이송올 시작함에 따라， 모든 용질이 용해된 조건에 

서 얻올 수 있는 값이상으로 최대 이송분율올 중가시키고， 또한 이송주기의 

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최소 이송주기로서 최적의 p값을 얻올 수 있고， 이 

와 같은 이송분융에 대한 영향은 실제공정에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최대 이송분율이 97.3%(이송주기 무한정)인 계에서 용질이 20% 용해되고， 

나머지 80%는 금속상으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21회의 이송주기로 99%의 이 

송분율올 얻을 수 있다. 

acceptor에서 용질의 용해도가 매우 낮을 경우에는 다시 donor로 역 이송 

되는 량이 감소하고， 최대 이송분율은 중가된다. 만약 acceptor가 첫회의 이 

송주기후 포화 된다면， n회의 이송주기 후 acceptor로 이송된 분융은 다음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φn (1-츰)(l-(l -F띠… ............................ ‘ ..................................... (3.19) 
~. 0 

여기서 a는 acceptor가 포화된 후 acceptor로부터 donor로 각 재이송된 

초기 주입량의 분율올 나타낸다. 그러나 이 량은 전 이송과정에서 항상 일정 

하다.a 값은 초기에 존재하는 총 용질의 량， 분배계수(KA) ， acceptor에서 용 

질의 용해도와 용융염 과 acceptor의 량으로부터 계산이 가능하다. acceptor에 

서 용질의 용해도에 대한 낮은 값은 KA의 값이 크기 때문에 상쇄가 가능하 

다. 최대 이송분율은 마지막 항의 값을 1로 설정에 의하여 식 3.19로부터 다 

음과 같은 식을 얻올 수 있다. 

φn (I-윤 ) ............................................... …… •• ……… •• ……….“……….“…… •• ……… •• ……….“……….“…… •• ……… •• ……….“…… •• …….“. 
~. 0 

acceptor에서 낮은 용해도와 donor에서 과잉의 용질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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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효율의 중가가 가농하다. 이런 계에 대해서 Knighton둥에 의해서 검토 

되었다. 예률 들면， 우라늄은 Cu-Mg로부터 Zn-Mg용융금속으로 용융염 

MgCh롤 통하여 이송되는 과정에서 정채 및 회수된다. 우라늄은 Cu-Mg용융 

금속에 대하여 1%의 용해도를 갖고 있는 반면에 Mg-Zn용융금속에 대해서 

는 약 0.025%의 낮은 용해특성올 갖는다. 그리고 Cu-Mg 및 Zn-Mg용융금 

속에 대해서는 0.45와 0.3의 분배계수의 값올 갖는다. 불용성의 우라늄은 

donor에서 intennetallic 상인 UCU5로 존재하고 acceptor에서는 순수 금속상 

으로 존재한다. 수 kg 용량의 pilot 규모의 실험에서 우라늄은 27회의 이송주 

기 조건에서 약 99%의 우라늄이 회수되었고， 그외 Zr과 NM원소들은 99% 

이상 제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salt transport공정은 NM핵분열성 원소로부터 우라늄과 플루토늄올 분리 

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된다. 제염계수 즉 DF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D.F. 갤뽀~ ............................................................................................ (3.21) • ,mpunly 

우라늄 혹은 플루토늄의 이송분율은 1로서 설정가능하며， 불순물의 이송 

은
 끓

 
n(Ko 등 x+z)로 표현가능하며， 여기서 KDi는 불순물의 분배계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n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높은 회수율을 얻기 위해서 요구 

되는 이송주기의 회수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FA = 

0, Ko흔 x는 1에 비해 매우 작은 조건에서 가능하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DF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D F = L -------------- ------- … ................................................. (3.22) 
n(K o，륭 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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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다 는 매우 작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염과 같이 동반되는 donor의 

량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제염계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높은 제염. 

계수를 얻가 위해서는 intennediate acceptor합금에 대하여 salt transport가 

요구되고， 이는 최종 acceptor에 대하여 donor로서 작용한다. 실험결과， 

donor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 제염계수는 약 320를 얻을 수 있었고， 0.1% 동 

반되는 경우에는 제염계수 90으로 감소한다. 

상기 분석에서 식 3.12에서 3.22는 분배계수가 salt transport 공정에서 항 

상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유도된 식이다. 그러나 이송과정중 Mg는 

acceptor에서 donor로 일부 이동되고， 이로 인해 두 용융합금에서의 용질의 

activity:와 분배계수가 변화하는 결과를 발생한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변화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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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BLA빼K 



용융염 회수공정 미 
/Ç w. 환원공정 

1. 환원공정 

요 가.개 

분리.회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ANL연구소는 사용후핵연료로 부터 미국의 

고온의 고온화학분리공청은 개발하였다. 고온화학분리공정올 목적으로 수의 

차를 분배계수 핵종의 함유된 사용후핵연료중에 용융금속계에서 용융염과 

사용후 의해 금속 산화제에 은
 

혹
 

공정으로，용융염 분리.회수하는 이용하여 

용해되거나 혹은 핵종은 염화물 형태로 변환되어 용융염에 핵연료에 함유된 

금속상태로 환원되어 용융금속계 용해된다. 

핵연료를 형태의 대 닙 B 。 λl화 D 
T ""i!:" τ: 나 원자로는 개발중인 혹은 현재 상용화 

금속염화물을 제조 사용하고 있다. 이들 산화물 핵연료를 염화반웅에 의하여 

훨씬 용이하다. 고 열역학 측면에서 것이 것보다는 금속으로 환원하는 는
 

하
 

산화물 핵연료를 용융염과 용융금속계에 단계에서 첫번째 온화학분리공정은 

금속산화제를 이용하여 금속으로 환원시킨다. 이와 같은 환원공정은 분말 

넣고 

서 

교반 금속산화제가 함유된 용융염-용융금속계에 산화물핵연료를 형의 

용융염계에 금속산화물은 있다. 부산물인 ~ 
T 함으로서 환원반용올 진행시킬 

분리 용해되고， 용융염과 금속원소가 용해된 용융금속은 밀도차에 의해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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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UÛ2의 환원반용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금속환원제 및 용융염-용융금속계에서 환 

원반웅의 가능성올 검토하기 위해서는， 소결체인 UQz의 환원가능성을 실험 

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의 고온화학분리공정에서 가장 중 

요하고 어려운 단계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핵연료로부터 RE원소의 분리공정 

이다. 고온화학분리공정에서 이들 원소의 분리는 15 - 20 mole%의 MgClz 

를 함유하고 있는 용융염과 Mg-44 at. % Cu의 용융금속계에서 금속환원제 

를 이용하여 선돼적으로 핵종올 환원하여 분리하는 공정이 제안되었다. 

UQz의 환원반옹에 대해서는 U02분말 및 Pellet의 환원가능성올 실험결과 

를 통하여 실중하고. UQz 환원반웅에 영향올 미치는 변수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1) 실험 장치 및 방법 

UQz의 환원 반웅은 2.5in (ID) x 6.5in(H)의 baffle이 부착된 tantalum 도가 

니에서 진행되고， 도가니는 헬륨 분위기의 글로브 박스의 하단에 부착된 가 

열로에 의해 가열된다. 그리고 도가니의 상단에는 가열로의 플랜지가 설치되 

어 있고， 플랜지는 교반기 및 열전대의 설치. Sample장치를 삽입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교반기는 DC motor 및 belt를 이용하여 교반속도를 조절가능하 

도록 하였다. 도가니는 자동온도조절기로 설정온도의 :t 2 0C 범위내로 조절 

되도록 하였고， 도가니 및 가열로가 설치된 글로브 박스의 수분함유량은 

-194 't로 냉각된 Charcoal Trap을 통하여 헬륨가스를 순환함으로써 5 ppm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였다.잃) 

각 실혐의 초기단계에서 용융금속 합금을 제조하였으며 이의 제조방법은 

” “ 



다음과 같다. 200 g Cu, 100 g Mg 및 Ca금속 약 lO g을 도가니에 넣고， 도 

가니롤 글로브 박스내의 가열로에 안치하고， 가열되는 동안에 tantalum 채질 

의 1.5in (w) x O.75(h)인 flat-blade paddle형의 교반기를 이용하여 용융된 금 

속올 혼합한다. 그리고 약 150 g의 염 혼합물을 도가니에 가하고， 이롤 셜 

정된 온도로 가열한다. 교반기의 회전속도를 완화시키고， 교반기롤 용융염과 

용융금속의 상분리 지정의 상단부분에 정지상태로 있도록 교반기의 날개롤 

용융금속상에 위치시킨다. 온도가 명형상태에 도달하면 용융금속의 교반속도 

를 감소시킨다. 약 25 g의 UÛ2 혹은 펠렛을 도가니에 가하고， 교반기의 속도 

를 800 rpm까지 증가시킨다. 환원반웅이 완료되면， 가열로로 부터 도가니를 

분리하고 급냉시킨다. 

U02의 환원반웅율올 분석하기 위하여， 염과 금속을 분리하여 질산에 용 

해시키고， 우라늄 분석올 수행한다. 환원된 우라늄의 분율은 용융염과 용옵 

금속상의 존재하는 총 우라늄 대 금속상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비로 나타낸 

다. 우라늄은 고온화학분리공정의 환원반응에서 사용된 Mg-44 at. % Cu 

합금에서의 용해도가 매우 낮다.UÛ2은 용융염에 무관하게 용융염에는 용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라늄의 자핵종(Thorium과 Protactinium퉁)은 U02와 

같은 환원속도로 환원되고， Mg-44 at. % Cu 합금에 용해된다. 시간에 따른 

우라늄의 환원율올 측정하기 위하여， porous sintered-tantalum 필터가 부착 

된 tantalum tube를 이용하여 금속상으로부터 생플올 채취한다. 필터에 채 

취된 생플은 y 계수기를 이용하여 우라늄 자핵종의 농도를 측정한다‘ 용융금 

속계에 용해된 환원 우라늄의 량은 생플의 g당 y 계수치에 총 금속상의 무 

게를 곱하므로써 측정할 수 있다. U02의 환원반용 실험에 사용된 Cu 금속은 

시약등급올 사용하였고， Ca과 Mg는 99.5 -99.9%이상의 순도. CaClz. CaFz. 

% 

ω
 



NaCl , LiF와 MgF2는 무수형의 시약둥급 물질을 사용하였고， 200"C의 온도로 

가열되는 Oven에서 건조시켜 사용하였다. MgCh 시약의 수분은 용융MgCh 

과 용융Mg금속과의 접촉에 의하여 제거하고，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하여 생성 

된 MgO는 침전되고， 상둥용융염을 분리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UQ.z의 환원반웅 실험에 사용되는 100 mesh의 U02 분말은 U02 펠렛을 헬륨 

분위기에서 ballmill로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화학물질은 헬륨분위기의 

글로브 박스내에서 취급 및 저장하였다. 

2) UÛ2의 환원반웅 실험결과 및 고찰29) 

가) Mg에 의한 U02의 환원반웅 

(1) 온도의 영향 

표 4.1의 실험결과로 부터 15 mole% MgCh 염， 반웅시간 2 - 4 시간의 

조건하에서 UÛ2 의 환원반웅율은 700-800"C의 온도범위에서 온도증가에 따 

라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환원반웅 초기단계에서 

환원반용 속도는 고온에서 더 중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600.C 에서 환원 

반용속도가 느린 원언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었으나 이는 용융점 부근에서 

염의 점도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추정되며， 이는 MgCh의 농도가 매우 낮 

은 반웅시간 1 시간 이내에서 화학반용보다는 확산에 의해 지배를 받고， 환 

원반용속도는 700-800"C에서 온도에 의한 영향을 무시할 수 있옴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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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Effect of Ternperature on UÛ2 Reduction 

환 원 반 웅 율 (%) 

온 도 ("C ) 

1hr 2hr 4hr 

600 43 52 66 

700 74 85 87 

750 76 83 

800 85 86 89 
L-

- Salt : 150g of 42.5 mol % NaCl-37.5 mol % CaCb-15 mol % 

MgCb-5 mol % CaF2 

- Metal : 300g of Mg-44 at. % Cu 

- Oxide -25g of -100 mesh U02 powder 

- Stirring : 800 rpm by 0.75- x 1.5-in. blade pa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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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반속도의 영향 

Mg-44 at. % Cu 용융합금， 15 - 20 mole% MgC12계 에 서 UÛ2의 환원반 

용속도에 대한 교반속도의 영향올 표 4.2에 요약.수록하였다. 환원반웅속도는 

일정범위내에서 교반기의 Paddle의 크기가 클 수록， 교반기의 회전속도는 중 

가할 수록 일정범위에서는 환원반웅속도가 증가하나， 일정범위 이상에서는 

환원반웅속도에 거의 영향올 미치지 않았다. 이는 U02 분말이 액상내에서 

완전 분산된 조건하에서는 교반속도의 더 이상 증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 

인 것으로 추정된다. 

(3) 염조성의 영향 

표 4.3은 염의 조성이 환원반웅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수록하였다. 

염조성 1의 조건하에서， 반웅시간 30분에서 환원반웅율은 80%를 나타내나， 

그 이후에는 환원반웅율의 증가가 매우 완만함올 알 수 있다. 산화물의 환원 

반응속도는 용융염의 Mg 및 F이온의 함량이 증가할 수 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염 1의 조성에서 CaF2을 제거한 염 2의 조성은 반웅시간 240 

분에서 환원반웅율 70%로서 염 1의 조성에 비해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 

다. U02의 환원 반웅은 45 mole% MgCh-45 mole% CaCh-lO mole% CaF2계 

의 조건하에서 거의 완전히 진행되는 반면에， 퉁몰의 CaClz-MgClz계， 동일한 

반웅시간 및 CaF2가 없는 조건하에서는 UÛ2의 약 60%만이 환원펌올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반웅시간 240분 이후에서는 염 1과 3-7의 조성에서 보는 바 

와 같이 Mg이온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UÛ2의 환원반웅율이 점차적으로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UÛ2의 완전 환원반웅은 45 mole% MgClz 

이상올 함유하고 있는 염의 조건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약 8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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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Effect of Stirring on UQz Reduction 

Type of Agìtator 
교반속도 환원반용율 

(rpm) (%) 

1.5 ìn(w) x 0.75 ìn(h) high flat blade 500 - 1αm 87 

1.25 ìn(w) x 0.5 in(h) high two-blade turbine 800 82 

1 in(w) x 0.5 in(h) high four-blade turbine 800 60 

1 in(w) x 0.5 in(h) high flat blade 1000 908 

1 Ìn(w) x 0.5 Ìn(h) high flat blade 800 70 

- Salt : 150g of 42.5 mol % NaCI-37.5 mol % CaClz-15 mol % MgClz-5 

mol % CaF2 

- Metal : 300g of Mg-44 at. % Cu 

- Oxide -25g of -100 mesh U02 powder 

- Temperature : 7oo.C 

- Time 4 hr 

” U 



표 4.3. Effect of S a1t Composition on U02 Reduction in Mg Systems 

Salt 
Salt Composition, mol % 환 원 반 용 율 (%) 

No. 
MgC1z CaCb NaCl LiCl C굶‘2 MgF2 30분 60분 120분 180분 240분 

1 15 37.5 42.5 5 80 85 86 88 89 

2 15 42.5 42.5 70 

3 15 50 30 5 85 

4 15 40 35 10 90 

5 25 35 30 10 90 

6 20 75 5 80 87 90 92 93 

7 50 45 5 96 

- 금 속 : 300g of Mg-44 at. % Cu 

- 산화물 -100 mesh U02 분말의 25g 

- 교반기 : 800 rpm(O.75in(w) x 1.5 in(w) blade paddle) 

- 온 도 : 800 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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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반웅율올 나타내는 저농도의 MgC12에서 U02의 환원반웅속도가 낮은 것 

은 비용해성의 MgO에 의해 환원반웅이 방해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불완전하게 환원된 UÛ2분말은 현미경조사에서 MgO의 보호막이 형성됩올 

알 수 있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CaC12-MgC12 염， Zn-Mg계 조건하의 UQz 

환원반웅에서도 관찰되었다. 

나) Ca에 의한 UÛ2의 환원반웅 

(1) 염조성의 영향 

CaC12에 대한 CaO의 적절한 용해도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U02분말 

의 보호막 형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웅 부생성물인 CaO의 

용해도를 고려하여 U02의 환원반웅은 Mg-44% a t. Cu 합금 및 환원제로서 

Ca을 사용하여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상기계는 MgO와 같은 보호막 형 

성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U02의 환원반응이 매우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U02 입자크기의 영향 

UÛ2의 입자크기가 환원반웅에 미치는 영향올 표 4.5에 요약 수록하였다. 

환원반웅속도는 UÛ2의 업자크기가 커질 수록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고， 환원반웅이 완전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180분 이상이 소요됨올 알 

수 있다. 즉 UÛ2펠렛는 UÛ2분말보다 환원반웅속도가 매우 느리고， 

CaC12-CaF :JCa 합금계에서 환원반웅이 완전 진행되기 위해서는 약 4시간 이 

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50 mole% MgCl:?!Mg 합금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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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Effect of Sa1t Composìtion on U02 Red.uction ìn Ca1cìwn Systems 

Sa1 t 
Salt Composition, mo] % 환 원 반 웅 윷 (%) 

No. 
CaCh NaCl LiCl CaF2 30분 60분 120분 180분 240분 

8 20 75 5 72 88 98 98 98 

9 20 75 5 95 97 98 98 98 

10 80 20 97 99 99 99 99 

- 합 금 : 300g Mg-44 at. % Cu + lOg Ca 

- 산화물 -100 mesh UÜ2 분말의 25g 

- 교반속도 : 800 rpm(O.75 in(w) x 1.5 in(h) blade paddle 

- 온 도 : 800.C 

-40 -



이보다 훨씬 향상된 결과롤 나타내고 있다. 

(3) 환원반웅 메카니즘 고찰 

용융염계에서 금속， 알카리토금속계 산화물 및 U02의 용해도 자료로 부 

터 UÛ2의 환원반웅 메카니즘 예측이 가능하다. UÛ2는 모든 염에서 낮은 용 

해도를 갖고 있으며， 특히 MgCh에서 보다 CaCh에서 더욱 낮은 용해 특성 

을 갖는다. 표 4.6의 데이터로 부터 CaCh의 계에서 Ca과 CaO의 용해도는 

MgC12에서 Mg와 MgO의 용해도 보다 더 큼올 알 수 있다. MgCh와 알카리 

혹은 알카리염화물의 혼합물에서 Mg와 MgO의 용해도에 대한 정확한 자료 

는 거의 없으나， MgCb의 농도가 중가할수록 용해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 

된다. 

U02는 MgCh에서 보다 CaCh에서 낮은 용해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U02 

환원반웅은 MgCh에서 보다 CaCh에서 더 빠르게 나타낸다. 이로 부터 용융 

염에 용해된 U02의 환원반응은 환원단계에서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산화물은 금속합금과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용용금속계에서 U02의 직접 환 

원반웅은 총괄반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UÛ2는 용융염에 용해된 Ca 혹은 Mg이온과 반웅하여 CaO 혹은 

MgO와 우라늄 금속을 생성하고， 우라늄 금속은 밀도차에 의하여 용융금속 

계로 침전된다. 특히 용해되지 않은 MgO는 UÛ2에 보호막올 형성하여 환원 

반웅을 방해하는 반면에， Ca를 이용한 U02의 환원반웅속도는 용융염계에서 

의 Ca와 CaO의 높은 용해도로 인해 매우 클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환원반응에서 U02의 입자크기와 교반속도에 대한 영향은 다른 반웅의 메 

카니즘에 의하여 셜명 가능하나， 용융염에 용해된 Ca 혹은 Mg 금속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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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Example of the Effect of Particle Size on UÛ2 Reduction Rates 

환 원 반 용 율 (%) 

UÜ2 Particle Size 
30분 60분 120분 180분 강0분 

-100 mesh powder CJ7 99 99 99 99 

- O.25-in. -cliam pellet pieces 63 'ö7 96 98 99 

- 염 : CaClz-20 mol % CaF2의 150g 

- 금 속 : Mg-44 at.% Cu + 15g Ca의 300g 

- 산화물 -100 mesh U02 분말의 25g 

- 교반속도 : 800 rpm (O.75 in(w) x 1.5 in(h) blade paddle 

- 온 도 : 800 0C 

표 4.6. Solubility of Several Solution in Sèlected Solvents at 800 "c 

Solubility in Solvent. mol % 
Solute 

MgCh CaCh-50 mol % MgCh LiCl NaCl CaC i2 

Mg 0.019a 
---

Ca 42.5 42.5 2.7 b 

UÜ2
c 1 x 1O-~ 1 x 1O-~ 1 x 10-" 4 x 10-" 

CaO 0.004 <l 0.001 e 1.3 c.1 

MgO 0.05 c.g 1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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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z 표변에서의 환원반옹은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 환원반웅의 

수학적 Model, 흑 Diminishing-Sphere 모텔과 실험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UOz 분말의 입자크기를 일정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다) U02의 환원반웅 평가 

Mg-44 at. % Cu 합금을 이 용한 UOz의 환원 반옹은 50 mole % MgCh 

이하의 농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U02 입자크기의 영향은 높은 MgCh농 

도에서 입자크기가 증가할 수록 환원반웅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올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Cu-Mg-Ca금속， CaCh-20 mole % CaF2 계에서는 U02분말은 

물론 펠렛의 환원반웅도 가능하다. U02의 환왼반웅은 용융염계에 용해된 

Mg 혹은 Ca에 의해 UOz 표면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특히 MgO는 UOz의 

표면에 보호막올 형성하여 환원반웅의 속도를 현격히 감소시킨다. 그러나 

CaCh염에 용해되는 CaO는 Ca의 환원반응속도에 상기와 같은 방해현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다. Mg-Zn에 의 한 U30s의 환원반웅 

U308의 환원반옹에 대한 연구는 주로 용융염를 이용한 환원반웅의 특성 

규명에 대하여 수행하였고 이는 기존의 환원공정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 

올 갖는다. 

。 환원반웅속도가 현격히 증가한다. 

。 환원반웅 부생성물인 MgO는 용융염에 용해되고 용융금속계에 존재하 

는 생성물과 쉽게 분리가능하다. 

。 용융염은 용융금속과 공기의 접촉을 차단하기 때문에 공기분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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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반용이 가능하다. 

상기와 같은 용융염과 용융 Zn-Mg 합금계률 이용한 U30s의 총괄 환원반 

용은 다옴과 같다. 

U30 8(S려t) + 8 Mg(Zn) • 8MgO(s외t) + 3 U(Zn- Mg).. .................... (4.1) 

고체상으로 용융염에 분산된 U308는 용융금속의 Mg에 의해 환원되고， 부 

생성물인 MgO는 용융염에 용해되는 반면에， 우라늄금속은 용융 Zn-Mg 합 

금에 용해된다. 환원된 우라늄금속은 진공중류공정에 의해 Zn-Mg 합금을 

분리하고， Sponge 형태로 회수된 우라늄은 용융과정을 거쳐 Ingot화 한다. 

용융염의 존재하에 용융 Zn-5 w/o Mg 합금계를 이용한 U308의 환원반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반 

용 특성과 engineering-scale화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이의 실험 및 분석방법 

은 U02의 환원반웅에서 기술한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30，31) 

1) 실험 결과앓) 

가) 용융염의 조성 

용융염과 Zn-Mg 용융합금을 이용한 U308의 환원반용에 대하여 용융염의 

조성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U308의 환원반웅은 소량의 MgF2를 용융 

염에 혼합하여 용융염-용융금속 경계면의 형성， 생성물의 뭉침과 상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용융염의 조성 및 시간에 따른 U308의 환원반용융올 표 

4.7에 요약.수록하였다. 이들 결과， 환원반웅율은 용융염에 존채하는 양이온 

의 종류에 따라 현격히 변화 즉， 원자량이 작은 양이온올 함유하는 용융염일 

수록 환원반웅율올 증가시킨다. 특히 알카리와 알카리토금속 염화물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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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올 사용할 때 반웅속도와 반웅율은 LiCl>NaCl>KCl, MgCh>CaCh> 

SrCh>BaCh순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올 나타내고 있고， 이중 MgCh 

가 환원반웅속도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였다. 

그리고 환원반웅율이 매우 양호한 LiCI-MgCh-MgF2와 CaCh-MgC12-

MgF2 용융염를 대상으로 Mg의 함량에 따른 U30S의 환원반웅율의 평가하였 

고， 이의 결과를 표 4.8에 요약.수록하였다. 일정시간내에 용융 Zn-5 w/o 

Mg 합금을 이용한 U30S의 환원반용이 10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Mg의 농 

도가 용융염의 총 양이온의 10 리0-20 리o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고， 

LiCl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CaCi2 보다 우수함올 나타내고 있다. 단지 MgCh 

만으로도 U30S의 환원반웅에 대하여 매우 양호한 특성올 나타내고 있으나， 

MgCh 이외에 다른 염화물과의 혼합된 용융염은 융점을 낮추고， 염의 증기 

압을 감소시키는 장점올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용융염의 주요 성분인 음이온의 함량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였다. 

F이온은 용융염과 용융금속 경계면에서 상분리를 향상시키기는 이외에，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U30S의 환원반웅속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올 나타내고 

있다.5 m/o의 MgF2를 함유한 융제는 반웅시간 20분 내에 약 99%의 환원 

반응율올 나타내고 있으나 MgF2가 없는 조건하에서는 약 30분의 반웅시간 

이 소요된다. 

나) 온 도 

47.5 m/o CaCh - 47.5 m/o MgC12 - 5.0 m/o MgF2와 47.5 m/o LiCl -

47.5 m/o MgCi2 - 5.0 m/o MgF2의 용융염의 조건하에서 온도가 환원반옹에 

미치는 영향올 표 4.10에 요약.수록하였다. 실험 결과，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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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Survey of S a1ts for U30S Reduction 

Flux Composition Percent Reduction of U30a 

47.5 rrν。 47.5 πν。 5.0 m/o 10 min 20 min 30 min 60 min 120 min 

LiCl MgCh MgF2 99+ 99+ 99+ 99+ 99+ 

NaCl MgCh MgF2 86 99 99 99 99 

KCl MgCh MgF2 71 91 98 97 98 

LiCl CaCh MgF2 27 44 56 86 99+ 

NaCl CaCh MgF2 24 31 39 60 84 

KCl CaCh MgF2 14 18 21 31 41 

LiCl SrCh MgF2 19 36 47 67 89 

NaCl SrCh MgF2 8 13 21 40 70 

KCI SrCh MgF2 3 4 5 8 10 

LiCl BaCh MgF2 13 22 26 52 85 

NaCl BaCh MgF2 13 20 27 31 45 

KCl BaCh MgF2 4 5 10 18 19 

LiCl NaCl MgF2 6 9 9 13 23 

LiCl KCl MgF2 4 3 3 6 7 

KCl NaCl MgF2 2 3 3 6 13 

CaCh MgCh MgF2 97 99+ 99+ 99+ 99+ 

S rCh MgCh MgF2 99 99 99 99 99 

BaCh MgCh MgF2 92 99 99 99 99 

LiCl LiCl LiF 10 11 12 17 23 

MgCh MgCh MgF2 98 99+ 99+ 99+ 99+ 

80rrν。 20 πν。 6 5 8 11 17 
CaCh CaF2 

- 온 도 : 750 0C 

- 교반속도 : 800 rpm 

- 금 속 : 400 g(Zn-5 w/o Mg) 

- 용융염 : 200 g 

- 산화물 : 4.7 g U30s(325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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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Effect of Magnesium Ion Concentration in the Salt 

on the Reduction Rate of U30a 

Flux Cornposition rrν。 Percent Reduction of UJÛa 

LiCl MgCh MgF2 10m피 20 min 30 rIÙn 60 rnin 

95 o (5 rnole 
10 11 12 17 % LiF) 

95 0 5 6 14 16 25 
90 5 5 38 59 81 94 
85 10 5 61 92 96 99+ 
80 15 5 89 99+ 99+ 99+ 
75 20 5 92 95 98 94 
70 25 5 95 99+ 99+ 99+ 

47.5 47.5 5 99+ 99+ 99+ 99+ 
0 95 5 98 99+ 99+ 99+ 

Flux Composition rrν。 Percent Reduction of U30s 

CaCh MgCh MgF2 10 rIÙn 20 rIÙn 30 rIÙn 60 min 

95a 0 5 27 41 45 54 
90

a 5 5 50 63 71 79 
80 15 5 77 90 96 97 
70 25 5 81 93 95 99+ 
65 30 5 90 96 98 99 
60 35 5 98 99+ 99+ 99+ 
50 45 5 96 99 99 95 
40 55 5 98 98 98 96 
0 95 5 98 99+ 99+ 99+ 

- 온 도 : 750 't 

- 교반속도 : 800 rpm 

금 속 : 400 g(Zn-5 w/o Mg) 

-용융염: 200 g 

- 산 화 물 : 4.7 g U30a(325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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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rIÙn 

23 

25 
99 

99+ 
99+ 

96 
95 

99+ 
99+ 

120 rIÙn 

53 
85 

99+ 
99+ 
97 
95 
93 
93 

99+ 



환원반웅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온도가 환원반용속도에 미치 

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고， U30S의 완전 환원반용은 650"<: 에 

서도 가능하였으나， 온도가 중가함에 따라 U30S 의 환원반웅속도가 점차적으 

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표 4.9. Effect of Fluoride 10n Concentration in the Sa1t 

on the Reduction Rate of U30S 

Salt Composition m/o Percent Reduction of U308 

CaCh MgCh MgF2 10 rnin 20 min 30 min 60 rnin 120rnin 

50.0 50.0 0 90 96 99+ 99+ % 

47.5 47.5 5.0 97 99+ 99+ 99+ 99+ 

- 온 도 : 750 0C 

- 교반속도 : 800 rpm 

금 속 : 400 g(Zn-5 w/o Mg) 

-용융염: 200 g 

- 산 화 물 : 4.7 g U30s(325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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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Reduction Rate of U30S 

Percent Reduction of U30S 
Temperature( "C ) 

10 rrùn 20 min 30 min 60 min 

Flux : 47.5 nν'0 LiCl - 47.5 m/o MgCh - 5 nνo MgF2 

600 80 95 95 96 

650 79 90 94 94 

700 97 99+ 99+ 99+ 

7&J 99+ 99+ 99+ 99+ 
」←

Flux : 47.5 m/o CaCh - 47.5 nν。 MgCIz - 5 m/o MgF2 

650 77 94 99 99 

700 94 97 99 99 

7&J 97 99+ 99+ 99+ 

- 온 도 : 750.C 

- 교반속도 : 800 rpm 

- 금 속 : 400 g(Zn-5 w/o Mg) 

- 용융염 : 200 g 

- 산화물 : 4.7 g U3Üs(325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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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 반 

실험실 규모의 실험에서 얻어진 교반속도에 대한 실험결과를 실중공정에 

직접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표 4.1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 400, 600, 

및 800 rpm에서의 환원반웅속도를 고려할 때 교반에 의한 영향이 상당히 큼 

올 알 수 있다. 교반속도가 800에서 400rpm으로 감소할 때， U30a의 환원반웅 

속도는 약간 감소하지만， 200rpm으로 감소할때는 환원반웅속도가 급격히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4.11. Effect of Agitation on the Reduction Rate of U30a 

Percent Reduction of U30S 
Mixing Rate (rpm) 

10 min 20 min 30 min 60 min 120 nùn 

200 4 8 13 34 51 

400 79 99+ 94 99+ 93 

600 87 99+ 99+ 99+ 99+ 

800 77 92 94 98 98 

- 온 도 : 750 "C 

- 금 속 : 400g (Zn-5 w/o Mg) 

- 용융 염 : 200g (47.5 m/o CaC!z-47.5 m/o MgC!z-5 m/o MgF2) 

- 산화물 : 4.7g U30a (325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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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U30S의 입자 크기 

비균일 반웅의 특성으로 인하여 U30S의 입자크기는 환원반웅속도에 큰 

영향올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험결과를 표 4.12에 요약.수록하였다. 예상 

한 바와 같이 환원반용속도는 산화물의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중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고 있다. 입자크기가 큰 산화물의 완전 환원반옹은 이들 조건하 

에서 불가능하지만， 업자크기가 1cm이상인 U30S가 특정조건하에서 완전 환 

원됨을 실증하였다. 

마) 용융엽의 량 

U30S의 환원반웅에 사용된 CaCh-MgCh-MgF2 용융염의 량에 따른 영향 

올 평가하였다. 그림 4.1은 시간에 따른 환원반웅율을 용융염의 MgO함량 함 

수로 나타내었다. 각 실험에서 계에 도입된 U30S의 18.8g은 이론적으로 환원 

반웅에 의해 생성된 우라늄 금속은 용융금속계에 3.92 w/o의 우라늄 농도를 

유지한다. MgO의 농도는 Mg 농도의 감소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소량 

의 MgO , CaO 혹은 Oxych1oride가 공기와 접촉에 의해 생성되어 약간의 오 

차를 발생활 여지가 있다. 환원반웅속도는 용융염의 MgO함량이 11 w/o 이 

상 되면 감소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Pilot-Plant 규모의 실험에서는 상기의 

조건이 약 15 w/o 까지 중가하였다. MgO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용융염의 점 

도가 증가하여 용융금속과 공기와의 접촉의 차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 

한다. 용융염의 접도가 중가활수록 미환원된 U30S 입자의 유동성 감소로 인 

해 환원반응속도가 감소한다. 

--F h 
u 



표 4.12. Effect of Particle Size on the Reduction Rate of U3ÛS 

Percent Reduction of U30S 
U30S Particle Size 

10 min 20 min 30 min 60 min 

-12, +25 mesh 55 76 79 80 

-25, +45 mesh 75 81 79 84 

-80, + 170 mesh 87 97 94 99 

-325 mesh 97 99+ 99+ 99+ 

- 교반속도 : 750 0C 

금 속 : 400g (Zn-5 w/o Mg) 

- 용 융 염 : 200g (47.5 m/o CaCIz-47.5 m/o MgCh-5 m/o MgF2) 

- 산 화 물 : 4.7g U30S (325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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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g-Zn에 의 한 U308의 환원 반웅 고찰 

U308의 용해도는 용융염의 조성에 크게 영향을 받고， 환원반웅속도는 용 

융염의 MgCh 함량이 높올 때 중가된다. 다음과 같은 연속반웅올 토대로 하 

여，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반옹에 대하여 이론적 해석올 수행하였다. 

U308(solid) + MgCh(salt) • MgUOisolid) + 2U02Cl(saltL. ............... (4.2) 

MgU04(solid) + MgCh(salt) • UÜ2Ch(salt) + 2MgO(s이id) ................ (4.3) 

U02Ch(salt) •• U02Cl(Salt) + 1/2 Ch(ga잉.‘ .............................................. μ.이 

4.2의 반웅에 의해 생성된 MgU04는 결정형태로 MgCh로 부터 분리된다. 

MgU04는 용융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낮고， 갈색의 고체상의 특성을 갖는 

다. 반웅 4.2와 4.4에 의하여 생성된 U02Ch는 용해특성올 갖고 있으며， 

MgU04는 MgCh와 접촉에 의해 반웅식 4.3과 같이 UO~h와 MgO를 생성한 

다. 그리고 반응식 4.4의 U02Ch 열분해반웅은 650.C 에서 약 1O-6atm의 평형 

상수 값을 갖는다. Mg-Zn 합금의 존재하에 U02Ch는 우라늄 금속으로 쉽게 

환원된다. 

2U02Cl(salt) + 5Mg(Zn) • 2U(Mg-Zn) + 4MgO(salt) + MgCh(saltL. .. (4.5) 

4.4의 반웅에 의해 생성된 염소가스는 다음과 같이 Mg과 쉽게 반웅한다. 

Mg(Zn) + Ch(gas) • MgCh(salt) ................................................................. (4.6) 

4.2에서 4.6반웅식의 총괄반웅식은 4.1과 같다. 

U02는 용융염에서 U308보다 낮은 용해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30 m/o 

NaCl, 20 m/o KCl 및 50 m/o MgCh의 조성 용융염의 500.C 조건하에서 용 

해도는 약 10-2 W/O의 값올 갖는다.UÜ2의 낮은 환원속도는 상대적으로 낮 

은 용해도에 기인한다. 

용융염의 선정은 반드시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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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야 한다. 예롤 들면 단지‘ MgClz만의 사용으로도 매우 양호한 환원반 

응속도를 나타내나， 알차리와 알카리금속 염화물퉁의 첨가로 인해 용융온도 

및 증기압올 낮추며， 그외 소량의 불화물 첨가에 의하여 융제-금속경계면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는 부가적인 장점올 제공한다. 

용융금속은 Zn-5w/o Mg계가 우라늄 산화물의 최적환원반웅올 나타내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상기 계를 이용하여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조성의 용융금속과 우라늄 금속이 평형상태에 있는 고체상은 U-Zn 

intermetallic 화합물이며， UZnU.5의 조성식을 갖는다. 이 화합물의 표준생성 

자유에너지는 750't에서 우라늄의 g-atom당 15 kcal이고， 4.1반웅에 대하여 

추가의 driving force를 제공한다. 약 5w/o이하의 Mg 농도는 4.1 의 반웅에 

대하여 만족스럽지못한 mass action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5w/o 이상의 농도는 4.1반웅에 대하여 만족스럽지못한 우라늄의 활 

동도 계수를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올 미친다. 

환원반웅속도에 대한 온도의 영향은 비교적 작기 때문에 다른 변수에 대 

한 운전온도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온도의 설정값은 일반적으 

로 용융염의 용융점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면 Zn-5 w/o Mg계에서 우 

라늄에 대한 용해도는 650't에서 0.42 w/o, 8OO't에서 5.2 w/o 값을 갖는다. 

온도의 제한값은 Zn의 증기압에 의해 제한되는데， Zn의 과도한 증발올 방지 

하기 위하여， 최대온도는 Zn의 비둥점 (910.C)보다 약 100.C 낮은 값올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라늄금속의 회수에 대한 실험올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 

물 함량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Th 와 PU 산화물의 동일한 융제 

를 사용한 환원실험에서 고순도의 금속을 얻었기 때문에 우라늄 금속의 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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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알카리 및 알카리토금속의 원소는 

환원반웅중에 융제에 잔류하고 중발법에 의해 제거가 가능하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실험실 규모의 실험에서 U30a는 Mg-Zn 합금에 의해 

금속으로 쉽게 환원되며 용융염이 용융금속파 공기와의 접촉올 차단하기 때 

문에 공기분위기하에서도 실험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용융염은 환원반 

웅속도의 증가， 부생성물인 MgO의 포집， 용융 Mg-Zn 합금과 공기와의 접 

촉차단 둥의 부수적 장점을 제공한다. Zn-5 w/o Mg 합금은 매우 효과적인 

환원제로서 환원반웅속도 중가， 중류에 의해 생성된 우라늄을 쉽게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U30a가 650.C 이하의 온도에서도 거의 완전 

히 환원 가능하지만， 750 - 800 "c 온도조건하에서는 용융염 조성의 선택범위 

향상， 우라늄 금속의 용해도 증가 및 환원반웅의 속도가 향상되는 장점을 제 

공한다. 환원반응속도에 교반속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산화물의 입자크기는 

증가할수록 환원반응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비교적 큰 입 

자도 환원반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본 공정은 우라늄 산화물 등에 적용 가능 

하며， 비록 실험실 규모(5g U)에서 수행하였지만 우라늄 손실은 1% 미만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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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추출 및 역추출 공정 

1. 개 요 

salt transport공정은 2성분 용융금속칸 용융염의 순환에 의해 용융금속 

(donor)으로부터 다른 용융금속상(acceptor)으로 금속원소를 선돼적으로 추출 

하는 공정으로서 금속의 회수.정제공정에 적용가능하다. 추출공정은 donor의 

용융금속상에서 용융염에 의해 금속원소의 산화반웅(금속염화물 생성)이 진 

행되고I acceptor인 용융금속상에서는 환원반응(금속원소 생성)에 의해 역추 

출공정이 진행된다. salt tranSPOrt공정은 궁극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재 

처리공정의 개발 일환으로 개발된 공정으로 이와 관련된 각 단위공정은 고 

순도 우라늄 금속의 제조 혹은 폐기물로부터 농축우라늄의 회수둥의 공정에 

적용가능하다. 

salt transport공정은 초기에 Brookhaven 연구소와 ANL 연구소에서 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영) Brookhaven 연구소에서는 주로 액체금속로의 핵연료 

제조를 위한 공정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용융염상의 UCb를 Bi-Mg금속에서 

선택적으로 환원하여 RE원소를 분리하는 공정이다. 그리고 환원된 우라늄은 

다른 용융염계에서 재산화되고， 다시 Bi-Mg용융금속에 의하여 환원되어 

Bi-Mg-U합금핵연료가 제조된다. ANL 연구소에서는 Chiotti에 의하여 

Th-Mg금속으로부터 RE원소의 분리를 위 한 salt transport공정을 개 발하였 

다. RE원소는 MgCb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산화되고I Zn- lO a t. %(4wt%)Mg 

용융합금에 의해 환원되어 I MgCb로부터 분리된다. 이 공정은 K1epfer퉁에 

의해 연구가 확대되었고， 용융염과 상호 접촉하는 Th-Mg와 Zn-Mg용융금 

m 
ω
 



속을 이 용한 sa1t transport공정 을 개 발하였다. 

sa1t transport공정올 이용한 우라늄의 정제과정에서 donor와 acceptor용 

융금속으로서 Mg-Zn, Cd 및 Cu의 이용가능성을 실험결과 위주로 공정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2. Donor 합금34) 

가. Cu-Mg계 

Cu-Mg계는 salt tranSPOrt 분리공정에서 donor 합금으로 적용가능하며， 

여 러 장점을 제공한다. 특히 Cu-Mg계에서 donor와 acceptor계 사이에 이송 

된 우라늄의 량은 이송된 용융염과 용융염에 함유된 우라늄의 농도퉁이 큰 

영향을 미친다 평형상태에서 transPort염의 우라늄 함량과 용융합금의 우라 

늄 함량， 그리고 분배계수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at. % U(salt) = at. % U(met머) x Do 

실제공정에서 donor 합금은 항상 우라늄으로 포화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donor 합금에서 우라늄의 용해도와 분배계수는 transport염에서 높은 우라늄 

의 함량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큰 값을 유지하여야 하고， Cu-Mg계에서 

우라늄의 농도와 분배계수는 용융합금의 Mg 함량과 온도에 큰 영향을 받는 

다. 그림 5.1과 표 5.1은 8()()OC 조건에서 MgCb. 우라늄으로 포화된 Cu-Mg 

합금계에서 Mg의 함량에 따른 우라늄 분배계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합금의 

Mg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는 분배계수가 감소하고， 점차적으로 중가하 

는 경향올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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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Distribution of Uranium between MgCb Salt and Uranium-

saturated Cu-Mg 합금 at 8OO .C 

Metal Distribution 
Salt 

Mg Cu U Coefficient 

wt %" at.%" 
U.wt UCb, K.t."α% D.mol%/at 

、;vt% at.% wt% at.% %b mol%b /wt% .% 

655c 15.9 89.3 83.0 4.17 l.여 1.15 0.466 0.28 0.45 

8.92 20.8 87.7 78.4 3.42 0.816 0.93 0.376 0.27 0.46 

12.1 26.8 85.7 72.7 2.25 0.510 0.30 0.l20 0.13 0 .24 

19.3 38.7 79.8 6 l.2 0.91 0.186 0.122 o.여89 0.l3 0.26 

33.7 57.l 66.1 42.9 0.177 0.0306 0.039 0.0156 0.22 0.51 

46.7 69.6 53.2 30.4 0.0753 0.0115 

58.5 78.7 4 l.5 2 l.3 0.0543 0.0074 0.0169 0.0067 0.29 0.91 

68.8 85.2 3 l.2 14.8 0.0407 O.α)5 1 0.0143 0.0057 0.35 1.1 

76.6 89.5 23.4 10.5 0.0338 0.0040 0.0135 0.0054 0.40 l.3 

a represents uranium solubility in 합금 at 800.C 

b represents maximum uranium content in MgCb at equilibrium 

C this point taken from Table A-2 

d average Kd at 8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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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8OO"C 온도에서 Cu-Mg합금의 우라늄 용해도에 대한 Mg함량의 

영향올 그립 5.2에 나타내었다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0"<: 둥온조건 

하에서 Cu-Mg-U계에 대한 고상의 우라늄과 평형상태에 있는 용융상의 우 

라늄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1과 5.2 곡선의 삭제된 일부(-15.8 at. % 

Mg , 30.1 - 38.2 at. % Mg)는 8OO"C에서 Cu-Mg-U계에 용융상이 존재하 

지 않는 조성의 범위를 나타낸다. 우라늄의 분배계수와 용해도는 Mg의 함량 

이 낮은 범위에서 우라늄의 이송에 매우 양호한 조건을 갖는다. 우라늄의 분 

배계수는 높은 Mg함량의 조건에서 다시 충분한 값을 가지나. 우라늄의 용해 

도는 매우 낮아 이런 조건을 실제공정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림 5.3과 표 5.2는 MgCIz염과 용융합금계의 우라늄 분배계수에 대한 온 

도 및 Cu-Mg-U계의 우라늄 함량의 영향을 나타낸 것이며， 750, 800 및 85 

O.C 에서 분배계수를 용융금속상의 우라늄 함량 함수로서 나타낸 그림이다. 

직선 A‘A는 Cu-Mg-U계에서 공융조성의 용융염의 경계선과 일치하는 용융 

금속상의 우라늄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3의 데이터로 다음과 같은 

경향을 추론할 수 있다. 

O 우라늄의 분배계수는 용융합금의 우라늄 함량과는 무관하다. 

O 우라늄의 분배계수는 온도가 750에서 850.C으로 증가할 경우， 약 2배 

증가한다. 

O 포화된 용융합금의 우라늄 함량은 750.C에서 0.5 at.% , 850.C 에서 2 

at.%로 증가한다. 

그리고 Cu-Mg donor계의 높은 온도는 우라늄의 용해도와 분배계수에 대 

하여 매우 양호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높은 온도는 Mg의 휘발 

성 및 반웅장치의 재질선정둥에 일부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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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Distribution of Uranium between MgCh Salt and Cu-Mg 

A l10ys at 750, 800, and 850'C 

Metal 

Temp 
Salt Disσibution Coefficient 

( "C) 
Mg Cu U 

、，vt96 a t. 96 wt96 a t. 96 wt96 at.96 U.wt96 
UCh, 

K.:t. wt96/wt96 D.mol96/at.96 
mol96 

7밍 8.49 19.6 91.4 80.4 0.160 0.0376 0.305 0.0140 0.22 0.37 

7잉 8.57 19.8 90.6 80.0 0.800 0.189 0.199 0.0798 0.25 0.42 

7잉 8.48 19.8 87.4 79.7 2.10" 0.500" 0.417 0.168 
0.20 0.34 

(A verage=O.22l (A verage=O.38) 

800 7.06 16.6 92.8 83.4 0.117 0.0281 0.0앓7 0.0135 0.29 0.48 

800 6.96 16.4 92.5 83 .4 0.610 0.147 0.185 0.0742 0.30 0.51 

800 6.55 15.9 89.3 83.0 4.17" 1.04" 1.15 0.466 
0.28 0.45 

(Average=O.29l (Av하age=OA8l 

850 6.36 15.1 93.6 84.9 0.093 O.OZ깅5 0.040 0.0160 0.43 0.71 

850 6.1 0 14.6 93.5 85.3 0.490 0.120 0.204 0.0818 0.42 0.69 

850 4.76 12.2 87.7 85.9 7.55" 1.인. 3.05 1.26 
0.40 0.64 

(Average=0.42l (Av얀-age=O.6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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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공정에서 최대허용온도는 Cu-Mg donor 합금에서 약 9OO"C가 적절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salt transport 공정에서 우라늄 추출의 Cu-Mg합금은 

Mg함량이 낮아야 한다는 것올 의미한다. 그림 5.4의 Cu-Mg-U 3성분계의 

Diagram은 Cu-Mg-U, Cu-U 및 Cu-Mg 계 에 대 한 제 한된 데 이 터 로 인해 

정확히 도식화 되지 않았으나 경향을 추정할 수 있다.M점은 Cu-U 2성분 

합금의 용융점이고， C점은 Cu-Mg 2성분 합금의 용융점이다. 그리고 N점은 

Cu-Mg-U 3성분 합금의 용융정으로 MCN콕선은 용융경계선올 나타낸다.D 

점은 8OO .C 에서 Cu-Mg 2성분 용융합금의 조성을 나타낸다. 점C는 용융경계 

선에서 800.C 의 liquidus를 나타내고 CD는 Cu-Mg 2성분 합금과 용융경계선 

사이에서 8OO "C 의 둥온 liquidus를 나타낸다. AB선은 조작선으로 우라늄의 

함량이 변화함에 따라 donor 합금의 조성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MgClz 산 

화반응에 의해 우라늄의 감소와 그 결과 donor 합금에 Mg의 증가로 인한 

조성의 변화를 나타낸다. 조성의 변화에 관련된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U + 융MgC1 2 • UC1 3 + 융Mg ..................................................................... (5.1) 

상기의 반웅식에서 1몰 우라늄의 제거를 위해서 1.5몰의 Mg가 donor 합 

금에 도입됨을 나타낸다. 임의접， 즉 E점은 조작선에 위치하며， donor 합금의 

초기 조성을 나타낸다. 점 B는 우라늄 이동이 완료된 donor 합금의 조성을 

나타낸다. 평형상태의 E점에는 (1) 고상의 우라늄(이는 UCll5로 추정됩.) (2) 

Cu-Mg solid solution (3) 조성 C의 용융상이 존재한다. 

우라늄이 이동됨에 따라， 합금의 조성은 조작선 AB를 따라 E점에서 C점 

으로 이동한다. 즉 UCU5은 용해되고， salt transport 공정에 의해 용융 donor 

합금으로부터 우라늄이 추출되며， 이의 반웅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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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U5 (Solid) • U (Cu-Mg liquid) + 5Cu (Cu-Mg liquid). ...................... (5.2) 

UCus의 용해에 의해 방출된 Cu원소와 Cu-Mg solid solution은 MgCh의 

우라늄이 환원반웅에 의해 생성된 Mg와 결합하게 되고， 점 C의 조성올 유 

지한다. 

Cu (s이id solution) + Mg (Cu - Mg lìquìd)• Cu - Mg(Cu - Mg eut.) ................... (5.3) 

점 C에 도달하면， 모든 고상물질은 소비된다. 그리고 우라늄의 이동이 계 

속됨에 따라 조성은 조작선올 따라 C점에서 B점으로 이동되고， Cu-Mg의 

solid solution이 생성된다. Cu-Mg solid solution과 평형상태인 용융염상의 

조성은 CD선， 즉 8OO 0C 등온 liquidus로 나타내고， 이 상에서 우라늄 이동이 

계속되는 동안 donor 합금의 모든 우라늄은 용융염으로 이동된다‘ 

우라늄 이동중 donor 합금내에 Mg의 축적을 제어하기 위하여 조작선은 

조작온도에서 용융경계선의 liquidus를 통과하여야 한다. 용융경계선의 

liquidus는 UCus 와 Mg-Cu solid solution이 용해된 용융상의 조성을 나타 

낸다. 

이송 용융염과 acceptor 합금간의 최종 평형조건에 따라 우라늄의 이동이 

제 한되 고 transport염 의 우라늄 함량이 donor와 acceptor 합금과 같올 때 우 

라늄의 이동은 중단되다‘ 

상기의 조건하에서 <D donor 합금내 Mg 축적 제어 (2) donor의 최적 조 

성에서 운전둥이 가능하며， donor의 최적조성은 우라늄의 용해도 및 설정온 

도에서 우라늄 분배계수의 최대값올 나타낸다. 

초기 합금 조성은 다음과 같은 변수에 대하여 큰 영향올 받는다. 

。 우라늄의 회수율 

。 donor에서 고상에 대한 액상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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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작온도 

O 이송 용융염의 조성 

o acceptor 합금의 조성 

o donor와 acceptor 합금에서의 염 대 금속의 비 

예를 들면 초기 donor 합금의 조성 (Cu-9.8 at.% Mg-5.3 at.% U)은 그 

림 5에서 E점에 해당하며， 이의 운전조건은 다음과 같다. 

O 우라늄의 회수율 99% 

O 용융상의 설정된 우라늄 비에 의한 초기에 부가된 우라늄 총량은 2g 

O 조작온도 800.C 

O 이송 용융염으로서 MgClz 사용 

o acceptor 합금의 조성 은 2n-26.8 at.% Mg이 고， 우라늄에 대 한 분배 계 

수는 8.0 X 10-3 

o donor와 acceptor 합금에서의 염 대 금속 무게비는 2 

그리고 donor 와 acceptor 합금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재순환되는 이송 용 

융염중 우라늄 함량을 낮추고 Cu와 CuClz와 같은 물질을 사용하여 합금의 

조성을 조절한다. 

나. Cu-Cd-Mg계 

우라늄 salt transport공정에서 Cu-Cd-Mg계를 donor 합금으로 사용가능 

성올 검토하기 위하여 분석를 수행하였다. 본 분석의 목적은 Cu-Mg계에 Cd 

원소를 가하여， 용융정의 저하와 동일 반웅시간 조건하에서 조작온도의 감소 

에 의한 donor 특성변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Cu-Mg와 Cu-Cd계의 기존 데이터와 열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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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의 3성분계 diagram올 나타내었다. 그림5.5는 Cu-Cd-Mg계의 copper-rich 

구역에 대하여 600, 많0， 700 및 750"C의 liquidus의 퉁온선올 나타낸 것이다. 

퉁온션의 위치와 Cd의 비교적 낮은 끓는점 (767 't )로 인해 실제 조작온도는 

약 650 - 7oo"C로 제한된다. 

그림 5.6은 Cu-38.5 at. Cd의 합금에 Mg의 첨가로 인한 우라늄의 용해도 

에 미치는 영향을 700 및 6OO .C 조건하에서 나타낸 그림이다 Mg의 함량이 

z7 at.% 까지는 7oo't의 온도조건에서 우라늄의 용해도는 0.28 at.%를 나타 

낸다. 7oo't에서 유사 2성분계 (Cu-38.5 at. % Cd-Mg)와 MgCh-30몰 % 

NaCl-20몰 % KCl 용융염에서 우라늄의 분배계수는 그림 5.7과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융합금의 Mg함량의 함수이다. 이와 같은 용융염 혼합물에 

서 I 714.C 의 용융점을 갖는 MgCl2는 NaCl과 KCl에 의하여 희석되어 용융점 

이 낮은 혼합용융염올 형성한다(용융점 : 396.C). Mg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 

라 우라늄의 분배계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이와 같은 계에서 온도는 분배계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공정에서 충분한 우라늄의 

분배계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금중 Mg의 함량올 가능한 낮게 유 

지해야 함을 그림 5.7를 통해서 추정가능하다. 

그림 5.5의 Phase diagram에서 선 AEC은 3성분계 diagram Mg함량 좌 

표의 코너와 Cu-16.2 at.% Cd점과 연결된 조작선에 위치한다. 조작선의 이 

부분은 우라늄이 합금으로부터 이동되고， 우라늄과 MgClz의 반웅에 의해 생 

성된 Mg가 합금에 가해짐에 따라 합금의 조성변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점 A는 초기 조성을 나타내고， 점 A에서 평형상태에 있는 고상의 불질은 

Cu-Cd-Mg solid solution과 UCUs이다. 점 A에서 존재하는 액상은 점 B의 

조성을 갖고， 7oo.C 의 둥온선에 위치한다 Mg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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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Distribution of Uranium between 5Omol% MgCh-3Omol% 

NaCl-2Omol% KCl Salt and Mg-Cd-Cu 합금 

MetaJ Distribution 
Salt 

No. 
Temp 

Mg Cd Cu U 
Coefficient 

( t;) 

wt% at% 
wt 

at.% U.wt% 
UCb, K".v.π% D.mol% 

wt% at% 
% 

at.% wt% 
mol% Iwt% lat.% 

1 600 0.39 1.34 54.8 40.5 44.5 58.1 0.23 0.0802 1.93 0.714 8.4 8.9 

2 600 3.08 10.4 61.5 44.7 34.8 44.8 0.067 0.023 0.039 0.0137 0.58 0.60 

3 600 6.13 19.2 59.7 40.5 33.4 40.0 0.236 0.0756 0.036 0.0127 0.15 0.17 

4 600 17.9 42.4 38.2 19.6 41.2 37.3 1.17 O.잃3 0.007 0.0024 oα)60 0.0087 

3 650 0.62 2.05 50.1 35.9 48.8 61.9 0.310 0.105 1.19 0.433 3.8 4.1 

6 700 0.62 2.02 45.7 32.3 52.3 65.3 l.æ 0.363 2.28 O.없4 2.1 2.3 

7 700 0.58 1.95 51.7 37.6 46.7 60.1 0.860 0.295 4.62 1,77 5.4 6.0 

8 700 1.93 6.28 50.8 35.8 46.3 57.6 0.670 0.223 0.680 0.242 1.0 1.1 

9 700 4.39 13.6 49.3 33.1 44.5 52.8 0.716 0.227 0.200 0.0705 0.28 0.31 

10 700 6.36 19.0 49.7 32.1 42.5 48.5 O.없O O.정6 0 .130 0.0458 0 .16 0.18 

11 700 9.18 25.8 47.0 28.6 41.8 45.0 1.18 0.339 0.0800 0.0282 0.068 0.083 

12 700 11.1 29.8 42.8 24.9 43.4 44.6 1.70 0.466 O.α)60 0.0233 0.039 0.0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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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조성은 AE션을 따라 이동하고， Cu-Cd-Mg solid solution은 용해된다. 

동시에 평형상태의 액상의 조성은 liquidus둥온선 RE률 따라 E첨으로 이동 

한다.E점의 조성이 되면 모든 Cu-Cd-Mg solid solution온 용해된다. Mg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MgCU2가 생성되고， 액상의 조성은 ED의 liquidus둥온 

선을 따라 점 B로 이동한다. 

상기에서 셜명한 조건하에서 Mg의 함량은 3.5 at.%에서 26.7 at.%로 이 

동하는 반면에 액상에서 Mg의 함량은 최고 17.4 at.%에 도달한다. 이와 같 

은 계 에 서 72kg의 우라늄은 lOOkg의 초기 donor합금에 적 용가능하며 , Cu

Cd-Mg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올 가지고 있다. 

다. 

o Cu-Mg계와 비교하여 Mg함량올 제어할 수 있는 더 큰 완충작용을 제 

공한다. 

O 상기 계를 이용한 salt transport공정은 650 - 700't에서 운전가능하 

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 

o Cd의 휘발성 

o Cu-Mg계와 비교하여 용융염상의 낮은 우라늄 함량에 기인하여 우라 

늄의 분배계수 및 용해도가 낮다. 

이와 같이 낮은 우라늄 함량으로 인하여 donor와 acceptor 합금간의 이송 

용융염의 순환횟수 증가 혹은 donor 합금에 transport염의 비 중가가 요구된 

다. 그러나 이송 용융염의 우라늄 함량 증가는 이송 용융염의 조성변화에 의 

하여 가능하다. 그외 Cu-Cd-Mg계의 단점은 Cu-Mg계 보다 플루토늄과 RE 

원소의 분리효율이 낮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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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d-Mg계 

sal t transport공정 의 우라늄 donor 합금으로 Mg의 함량이 낮은 Cd-Mg 

계의 사용 가능성올 검토하였다. 그립 5.8은 Martin연구결과를 토대로， 

Cd-Mg계의 우라늄 용해도에 대한 Mg함량과 온도의 영향을 나타낸 그림이 

다. 그림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Mg함량， 약 400-엠o"C 이상의 온도 

에서 우라늄 용해도의 곡선이 역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 

라늄의 용해도는 Mg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현저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Cd-Mg donor합금의 Mg함량은 가능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 

600.C 에서 Cd-Mg합금과 MgCh-30mol % NaCl-20mol % KCl 용융염계 

에서 우라늄 분배계수는 그림 5.9와 표 5.4, 5.5와 같이 Mg함량의 함수이다. 

우라늄의 분배계수는 Mg함량이 작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작다. donor 

의 Mg함량은 작은 Mg함량의 변화에도 우라늄의 분배계수가 민감하게 변화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절하여야 한다. 

Cd-Mg계는 Cu-Mg와 Cu-Cd-Mg합금과 다르게， 침전 혹은 용해되는 

intermetallic의 고상물질에 의해 조절되는 용융합금의 Mg함량에 영향을 미 

치는 완충작용이 없다. 따라서 Cd-Mg계는 Mg의 함량을 낮게 유지하는 다 

른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Mg의 함량을 일정값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동된 우라늄 lkg당 donor 합금으로부터 O.l53kg의 Mg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림 5.10은 donor합금으로 부터 Mg올 연속적으로 제거하여 Mg의 함량올 

제어하는 salt transport공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Mg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산화반웅， 전기분해 및 증류둥의 공정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증류공정은 

Cd-Mg계의 Cd는 Mg보다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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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4. Disσibution of Uraniurn between 5Ornol% MgCh-3Omol% 

NaCl-2Omol% KCl Salt and Mg-Cd Alloy at 6OO"C 

Meta1 
Distribution 

Salt 
Coefficient 

Mg Cd U 

wt96 at. 96 wt96 at. 96 wt96 at. 96 U.wt96 UCb. K.t.wt96 D.mol96 
mol96 /wt96 /a t. 96 

0.03 0.13 100 99.9 O.(XH lO o.αXl519 0.0190 oα)643 0.17 0.1 2 

0.80 3.60 98.4 96.0 0.820 0.378 0.440 0.149 0.54 0.40 

3.60 14.8 95.4 84.8 0.940 0.394 0.0170 oα)574 0.018 0.015 

7.14 26.3 92.3 73.5 0.460 0.173 0.00200 oα>0674 0.0044 0.0039 

11.4 37.4 88.2 62.5 0.196 0.0655 0.00쪼j() 0.OO1l8 0.018 0.018 

17.1 48.8 82.7 51.1 0.0앉j() 0.0248 0.00250 oαX용43 0.029 0.034 

23.8 59.1 76.1 40.9 0.0336 oα)852 0.00:뤘40 oα)()3 17 0.028 0.037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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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 
("C) 

425 

425 

425 

425 

500 

500 

500 

당)() 

당)() 

600 

600 

600 

600 

600 

표 5.5. Distribution of Uranium between 5Ornol% MgCh-3Omol% 

NaCl-2야nol% KCl Salt and Mg-Cd 합금 

Me않l Distribution 

Mg Cd U 
Salt 

Coefficient 

wt96 at. 96 wt96 at. 96 wt96 at96 U.wt96 UCh. K.t.wt96 D.mol96 
mol96 /wt96 /at96 

1.43 6.33 97.3 93.1 0.738 o.앓3 0.0157 oα)528 0.021 0.016 

4.11 16.7 94.5 82.8 0.8;정 0.343 0.0282 o.α)949 0.034 0.028 

10.2 34.6 88.8 65.l 0.149 0.0516 o.α}8()6 0.00271 0.054 0.053 

18.1 50.7 81.1 49.1 0.0288 0.00823 0.0133 0.00447 0.46 0.54 

1.29 5.76 96.5 93.2 1.45 0.662 o.α쩍9 0.0300 0.061 0.0정 

3.fJ7 16.2 94.5 83.2 0.742 0.3æ 0.0169 o.α:>569 0.023 0.018 

9.65 33.2 89.4 66.5 0.150 0.0534 0.0261 o.α)879 0.17 0.17 

18.3 51.0 80.9 48.8 0.0330 o.α>939 OJXJ787 0.00265 0.24 0.28 

25.4 61.3 74.0 38.6 0.0178 0.00439 0.0120 oα껴04 O.õl 0.92 

1.50 6.64 96.7 92.6 0.9'η o.뼈2 0.376 0.1Z7 0.39 0.29 

3.92 16.0 94.6 83.4 o.앉E 0.289 0.0642 0.0216 0.092 0.075 

9.õl 33.2 89.3 66.4 0.231 0.0811 0.00249 oα)()838 0.011 0.010 

18.2 50.8 81.0 48.9 OJJ5fJ7 0.0170 0.00347 0.00117 o.α)8 0.0 

26.1 62.1 73.2 '57.7 0.0288 0.00700 0.00164 o.αX>552 0.057 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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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or합금으로서 Cd-Mg계는 낮은 온도(500"( 이하)에서 조작과， 스텐인 

레스 스틸재질의 장치롤 사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Mg의 함량이 외부 

공정에 의해 정확히 제어되어야 하고， 우라늄의 용해도가 비교적 낮다는 단 

점이 있다. 

라. Cd-Zn-Mg계 

Cd-Zn-Mg계는 일부 조성범위에서 우라늄의 분배계수와 용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라늄 donor 합금으로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600
0

C 에서 

우라늄의 용해도는 Cd rH Zn의 비가 9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립 5.11은 

합금의 초기조성 (Cd-15.2 at. % Zn)에 Mg의 함량의 변화에 따른 우라늄의 

용해도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600 0C에서 Mg함량이 변화하는 Cd-15.2 a t. 

% Zn의 합금과 MgCh-3Omol % NaCI-20mol % KCl 용융 염 계 에 서 우라늄 

의 분배계수 변화를 그림 5.12와 표 5.6에 나타내었다. 그림 5.11과 5.12에서 

우라늄의 용해도와 분배계수는 Cd rH Zn의 비가 9인 조건의 낮은 Mg함량에 

서 큰 값을 갖는다. 

그 림 5.13과 표 5.7은 448 0C 와 650 "C 사이 의 온도에 서 Cd-15.9 at. % 

Zn-1.3 at. % Mg와 MgCh-30mol % NaCI-2Omol % KCl 용융염 계에서 우 

라늄의 분배계수를 측정한 결과이다. 용융염은 650"( 및 μ8
0

C 에서 각각 

3.57 및 0.47mol % UCh올 함유한다. μ8"C의 용융염에 함유된 우라늄의 량 

은 Cu-Mg합금과 MgCh 용융염 계 (800"(에서 0.46mol % UCh)와 비교하여 

상당히 크다. Cd-Zn-Mg계는 합금의 Mg 함량 관점에서 Cd-Mg계와 같이 

외부공정에 의해 Mg 함량을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단점올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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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Distribution of Uranium between 5Omol% MgClz-3Omol% NaCl 

-2Omol% KCl Salt and Cd-9.5 at.% Zn-O.25 at.% Mg Alloy 

Me떠l 
Distribution 

Salt 
Coefficient Temp Mg Zn Cd U 

(1: ) 

wt% at% wt% at.% wt% at.% wt% at% U.wt% UCb. K.t.wt% D.mol% 
mol% /wt96 /at% 

뼈8 0.16 0.69 9.81 15.8 88.3 82.7 1.76 0.779 1.39 0.475 0.79 0.61 

궁x) 0.23 1.01 9.57 15.6 86.2 81.6 4.03 1.80 5.l0 1.82 1.3 1.0 

530 0.25 1.l0 9.51 15.5 85.6 81.3 4.61 2.07 5.40 1.93 1.2 0.93 

598 0 경 1.00 9.70 15.7 87.3 82.1 2.80 1.24 4.72 1.68 1.7 1.4 

600 0.28 1.21 9.71 15.7 87.4 82.0 2.64 1.17 3.4 1 l ‘ 19 1.3 1.0 

650 0.36 1.59 9.37 15.4 84.4 80.4 5.91 2.66 9.50 3.57 1.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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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Mg의 함량을 제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개발되면， Cd-Zn-Mg 

계는 450 't 이하의 온도에서 만족할 만한 속도로서 우라늄의 이동이 가능하 

다. 

Cd-Zn-Mg계는 다옴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O 낮은 온도(450
0

C -650"C)에서 조작이 가능하다. 

O 스테인레스 스틸(400계열)재질이 사용가능하다. 

o acceptor합금에 동반되어 이동된 donor합금은 중류에 의해 분리가 가 

능하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Mg의 함량올 제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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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ceptor 합금 

salt transport공정 에서 Zn-Mg 및 Cd-Mg합금을 acceptor 합금으로의 

적용가능성올 검토하였다. acceptor 합금은 중류(진공중류)에 의하여 우라늄 

금속으로부터 용융상의 용매금속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휘발특성을 가져야 

하고， acceptor 합금의 우라늄 용해도와 acceptor 합금과 이송 용융염에 대한 

우라늄 분배계수 데이터룰 확보해야 한다. 또한 acceptor합금은 donor합금， 

이송 용융염과 공용에 문제점이 없어야 하며， 적절한 휘발성과 용융점， 밀도 

등의 물리적 특성올 가져야 한다. 

가. Zn-Mg계 

Zn-Mg계는 우라늄 acceptor 합금으로 매우 효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 

다. 600.C , 700.C 및 800.C에서 Zn-Mg계의 우라늄 용해도를 그림 5.14와 표 

5.8에 나타내었다. 이들 온도에서 우라늄 용해도는 Mg 함량이 각각 48.1 , 

37.4, 27 .4 at. %일 때 최대값을 갖고， 우라늄의 용해도는 각각 0.89, 2.51 , 

4.71 at. %를 나타낸다. MgCl2는 Cu-Mg donor 합금과 함께 우라늄의 이 송 

용융염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 800.C 에서 MgCl2와 Mg의 함량이 변화하는 

Zn - Mg acceptor합금간의 우라늄의 분배거동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였고， 

이의 결과를 그림 5.15와 표 5.9에 나타내었다. 분배계수 곡선은 Mg의 함량 

이 23 at.%에서 최소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우라늄 용해도， 분배계수와 평 

형상태에서의 고상물질동의 영향으로 인하여 acceptor합금은 Mg의 함량이 

73 a t.% 이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차후에 수행할 

예정이다 Zn-23 at.% Mg합금과 MgClz사이에서 우라늄 분배계수에 대한 

우라늄농도의 영향은 그림 5.16, 표 5.10과 같이 매우 작음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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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Solubility of Uranium in Zn-Mg Alloy at 700 때d 800 0C 

700 't 

Mg Zn U 

wt 96 at96 wt96 at. 96 wt 96' 

0.03 0.08 98.5 99.5 1.43 

0.65 1.74 97.9 97.9 1.41 

1.00 2.67 97.7 97.0 1.33 

3.40 8.72 95.3 90.9 1.30 

10.2 23.6 88.2 76.0 1.60 

11.5 26.2 86.7 73.4 1.73 

14.5 31.9 82.5 67.5 3.00 

16.1 35.0 79.2 64.0 4.70 

16.1 35.3 78.2 63.5 5.66 

16.5 36.0 77.2 62.6 6.30 

17.7 37.3 72.6 60.3 10.7 

17.3 37.8 73.9 60.2 8.80 

17.8 38.8 72.7 59.1 9.60 

21.4 43.9 71.7 54.6 6.92 

24.8 48.0 70.9 51.1 4.39 

27.1 50.8 69.8 48.7 3.1 1 

38.7 63.1 60.6 37.8 0.69 

50.7 73.5 49.1 26.5 0.190 

59.9 00.1 40.0 19.9 0.091 

72.8 87.8 27.1 12.2 0.04 

77.6 90.3 22.4 9.70 0.031 

Mg 

at.96' wt96 at. 96 

0.397 0.11 0.31 

0.387 0.60 1.66 

0.363 1.53 4.16 

0.341 2.64 7.08 

0.379 8.22 20.5 

0.402 7.'::1] 20.0 

0.674 9.44 23.5 

1.04 9.68 24.7 

1.26 10.7 27.1 

1.40 10.8 27.1 

2.44 12.3 30.0 

1.97 15.3 35.2 

2.14 17.8 38.9 

1.45 20.6 42.8 

0.870 17.1 50.9 

O.앉)5 39.5 64.0 

0.1 15 51.2 74.8 

0.028 60.8 00.7 

0.012 72.9 87.9 

O.α>49 78.1 90.6 

0.0037 

-89-

8OO't 

Zn 

wt 96 at96 

93.8 98.0 

94 .1 96.8 

93.3 94.4 

91.5 91.3 

83.3 77.3 

83.3 77.7 

79.5 73.7 

75.2 71.4 

73.6 68.9 

74.2 69.1 

72.8 66.2 

72.0 6 1.8 

72.8 59.0 

72.4 55.8 

69.3 48.4 

59.5 35.9 

45.7 24.8 

39.1 19.3 

27.1 12.1 

21.8 9.40 

U 

wt 96' at. 96' 

6.07 1.74 

5.33 1.51 

5.17 1.44 

5.84 1.60 

8.53 2.18 

8.70 2.23 

11.1 2.83 

15.1 3.93 

15.7 4.04 

15.0 3.84 

14.9 3.72 

12.7 2.99 

9.4 2.09 

7.00 1.48 

3.69 0.71 

9.70 0.16 

3.13 0.047 

1.44 0.020 

6.70 oαl83 

6.29 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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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Distribution of Uranium between MgClz Salt and Zn-Mg Alloy at 8cxrc 

Metal 

Salt 
Distribution 
Coefficient 

Mg Zn U 

wt% at.% wt% at.% wt% at.% u.wt% UCb, Kc!.wt% D.mol% 
mol% /따% /at.% 

0.23 0.63 96.5 98.5 3.29 0.922 0.720 따% 0.22 0.32 

2.22 5.92 93.7 93.0 4.08 1.1 1 0.0373 0.0149 0.0091 0.013 

5.71 14.4 90.4 84.6 3.92 l.01 0.0212 0.00848 0.0054 0.0084 

9.73 23.4 84.2 75.2 6.03 l.48 0.0261 0.0104 0.0043 0.0071 

12.9 29.1 83.7 70.2 3.40 0.783 0.0184 0.00736 0.0054 O.α)94 

23.8 46.5 72.7 52.8 3.54 0.706 0.0390 0.0156 0.011 0.022 

35.9 60.6 62.4 39.1 l.72 O.정6 0.0374 0.0150 0.022 0.051 

46.0 69.8 53.4 3O.l O 잃O 0.0899 0.0230 O.α)920 0.040 0.10 

56.6 77.9 43.1 22.l 0.284 0.0399 0.0236 O.α)944 0.083 0.24 

60.0 80.2 39.9 19.8 0.l55 0.0212 0.0165 O.아)660 0.11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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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합금내의 우라늄농도는 지금까지 관련 연구에서 우라늄 분배계수에 큰 

영향올 미치지 않음올 알 수 있었다. 

이송 용융염으로 MgClz의 사용에 대한 제한은 높은 용융점 (714 'C )에 기 

인한다‘ 396 "C의 용융점을 갖는 MgCh-3Ornol % NaCl-2Ornol % KCl 용융염 

은 낮은 온도에서 조작되는 donor합금에 특히 유용하다.600"C에서 Mg의 함 

량이 변화하는 Zn-Mg계 합금과 상기 용융염계에서의 우라늄 분배계수를 그 

립 5.17과 표 5.11에 나타내었다. 분배계수는 800.C 에서 MgClz 염올 사용하 

는 것보다 MgCh-3Ornol % NaCl-2Ornol % KCl 용융염은 약 100배 낮다. 이 

와 같은 감소의 주 원인은 낮은 온도에 기인하다. 8OO .C 에서 MgCh을 

MgClz-3Omol % NaCl-20mol % KCl 용융염으로 대체하면， 우라늄의 분배계 

수는 Zn-Mg계의 전 Mg 농도범위에서 감소한다. 따라서 많은 량의 우라늄 

올 역추출할 경우， 금속우라늄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량의 Mg이 요구된 

다. 이는 intennetallic compound의 침전에 의해 acceptor합금으로부터 Zn이 

제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량의 Mg가 요구된다. 우라늄은 l\Ig함량 

이 높은 Zn - Mg acceptor합금에서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용융염-이송공정에 

서 초기에 용해도 제한값에 도달한다‘ 

용융합금은 UCh의 환원반웅에 의해 Mg가 소비되며， 이로 인해 조성이 

크게 변화한다. Mg 함량이 높올 경우， 우라늄의 용해도와 분배계수는 

Zn-Mg acceptor합금의 Mg함량의 변화로 인해 큰 영향올 받지 않는다. 

Zn-Mg acceptor합금에 서 U-Zn intennetallic compound이 침 전 되 는 조성 

일 경 우， acceptor합금의 조성 은 solution으로부터 Zn의 제 거 에 영 향을 받는 

다. 이와같은 반웅기구에 의해 제거된 Zn의 량은 UCb의 환원반응에 의해 

소비된 Mg의 량보다 훨씬 많다. 비록 높은 Mg함량이 바람직하지만，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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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Effect of Uranium Content upon Uranium Distribution between 

MgCh SaJt and Zn-23 at.% Mg Alloy at 800 t: 

Me떠1 

Salt 
Distribution 
Coefficient 

Mg Zn U 

、，V( 96 at. 96 wt96 at. 96 wt96 at. 96 U.wt96 
UCh, K.:..wt96 D.mol96 
mol96 /wt96 /at. 96 

10.3 23.7 88.7 76.1 1.00 0.236 0.00160 O.α)()640 0.0016 0.0027 

10.1 23.5 87.8 76.0 2.04 0.485 0.00880 0.00352 0.0043 0.0073 

9.90 23.4 86.0 75.6 4.1l 0.992 0.0181 0.00724 0.0044 0.0073 

9.73 23.4 84.2 75.2 6.03 1.48 0.0261 0.0104 0.0043 0.0071 

9.47 23.1 82.8 75.0 7.76 1.93 0.0394 0.0158 O.α)5 1 0.0082 

9.18 '22.7 81.5 75.0 9.32 2.35 0.0520 0.0208 0.0056 0.0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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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Distribution of Uraniurn between 5Omol% MgClz-3Omol% NaCI-2Omol96 

KCl Salt and Uraniurn-saturated Zn-Mg Al10y at 600t 

Me떠1 Disσibution 
Salt 

Mg Zn U 
Coefficient 

wt96 at. 96 wt96 at. 96 wt 96 at. 96 U.wt96 
UCh. K.s.1，Iπ% D.mo1 96 
mol96 /wt96 /at96 

0.03 0.08 99.8 99.9 0‘ 162 0.0445 0.0790 0.0266 0.49 0.60 

0.72 1.92 99.1 98.0 0‘ 170 0.0462 oαXl690 O.αxl정2 O.α껴1 O.이)5() 

1.03 2.73 98.8 97.2 0.170 O.여59 O.αXl600 O.α)따02 0 ‘0035 0.0044 

8.88 20.8 90.9 79.2 0.176 0.0421 oαXl320 O.αXl I08 0.0018 0.0026 

10.8 24 .5 89.0 75.4 0.250 0.0582 O.αXl199 oαXlO669 O.αX없 0.0012 

12.4 27.6 87.4 72.4 0.270 0.0614 O.αXl197 O.αXlO663 O.αXl73 0.0011 

16.0 34.0 83.5 65.9 0.462 0.100 oα]따80 oαXlO942 O.이Xl61 O.αlO94 

18.5 38.1 80.7 61.7 0.760 0.160 O.αXl720 O.αXl242 oαxl95 0.0015 

19.5 39.6 79.6 60.2 0.940 0.195 O.αXl484 O.αXl 163 O.αXl52 0.0α멍3 

21.9 43.5 76.2 56.2 1.87 0.378 oαm끊!o O.αXl 195 0‘αXl31 0.00052 

20.1 40.6 78,7 59.1 1.24 0.256 0.00264 O.α00경g 0.0021 0.0047 

24.2 47.1 72.3 52.3 3.51 0.697 0.000570 O.αXl192 O.αXl16 O.αXl28 

24.7 47.8 71.5 51.5 3.82 0.755 0.00120 O.αXl404 O.αXl31 O.αxl53 

24.8 47.9 71.5 51.4 3.64 0.718 O.α)265 O.αXl89 1 0‘αXl73 0.0012 

25.1 48.5 70.5 'EIJ .7 4.41 0.870 O.αXl571 O.αXlI92 O.αX)13 O.αxl22 

27.9 51.7 69.4 47.8 2.67 0.505 oαx>648 O.αXl218 O.αlO24 oαxl43 

39.5 63.8 60.0 36.1 0.488 0.0806 O.αxl435 O.αXlI46 0:αxl89 0.0018 

49.3 72.3 'EIJ.6 27.7 0.111 0.0167 O.αXl367 O.αXlI23 0.0033 0.0074 

60.0 80.1 40.0 19.9 0.0373 oα)5()9 O.αXl213 oαXlO716 O.α't57 0.014 

72.3 87.5 27.7 12.5 0.0181 0.00224 oαXl174 O.αm끊5 O.α웠6 oα!6 

78.0 90.5 22.0 9.49 0.0147 0.00174 O.αXlI60 O.α뻐)538 0.011 0.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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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or합금이 다량의 우라늄이 loading될 경우， 낮은 Mg함량의 acceptor합 

금에서도 우라늄의 분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Zn-Mg acceptor합금내 높은 Mg함량의 조건에서 salt transport조 

작이 가능하고， 운전 완료후 침전된 우라늄을 용해시키기 위하여 Zn올 가한 

다.400계열의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은 Zn - Mg acceptor합금을 이용하는 salt 

transport공정의 장치재질로 사용가능하며， 그러나 tungsten 혹은 

molybdenum 둥과 같은 금속 혹은 세라믹 재질이 Zn-rich 합금의 사용을 위 

하여 요구된다. 

나. Cd-Mg계 

Cd-Mg계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donor 합금으로 사용 가능성을 검 

토하였다. 또한 Cd-Mg계는 Mg 함량의 증가에 의해서 acceptor합금으로 사 

용 가능하나I Mg 함량의 중가로 인해 우라늄의 용해도 및 분배계수가 감소 

한다. Cd-Mg계는 부식성이 없다는 장점이 었다. 

이들 합금과 염사이의 Cd-Mg계에서 우라늄의 용해도와 분배거동에 대하 

여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450 "C 이상의 온도에서 우라늄의 용해도는 감 

소되기 때문에 침전 우라늄의 loading이 가능하고， 금속 우라늄과 고상은 평 

형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Cd의 휘발성으로 인해 7oo.C 이상의 온도에서는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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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송 용융염 

salt transport공정에서 이송 용융염의 주요 기능은 donor 합금으로부터 

acceptor합금으로 UCh를 이송하고， 이송 용융염 MgCh를 이용하여 donor합 

금에 있는 우라늄올 UCh로 산화시킨다. donor합금에서 소비되는 MgCh는 

acceptor합금에서 UCh에 의해 다시 Mg로 환원되어 재생된다. 따라서 이송 

용융염의 조성은 용융염의 증발 혹은 반웅중 튀는 현상에 의한 미량의 손실 

을 제외하고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며 이송 용융염은 무한정으로 재순환가 

능하다. 

이송 용융염 MgCh 농도는 우라늄의 분배계수에 큰 영향올 미친다. 즉 

이송 용융염의 각 순환주기에서 이동된 우라늄의 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 

라늄 분배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6GO 3 , 3 
logD= 표5RT + ( - 5 logQMg + log r u) - ( - 5 log aMgCli.log 7 UCl1) --------------------(5.4 

그리고 용융염중 MgCh의 농도 변화에 의해 금속상의 조성운 크게 변화 

하지 않으면， 상기식의 오른쪽 3개항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상기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7 %MgCl, , 3 
logD logC + log [ _ ..... ~.'] + τ IOgXMIlO •............................................... (5.5) 

I UC1, ι 

salt transport공정 에 사용된 용융 염 의 r MgC12와 7UC13에 대 한 데 이 터 는 거 의 

없다. 괄호의 변수 비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경우， 분배계수는 용융염중 

MgCh의 몰분율의 3/2숭에 비례한다. 그립 5.18과 표 5.1 2는 8OO 0C, 우라늄으 

로 포화된 Cu-15.8 at. %Mg-1.03 at. % U 합금과 MgCh의 량이 변화하는 

퉁몰의 NaCI-CaCh 용융염계에서의 우라늄 분배계수의 실험데이타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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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Dìstribution of Uranium between NaCI-CaClz-XMgClz 5alt and 

Cu-15.8 at% Mg-l.03 at% U-Mg AJJoy at 800 1:: 

Metal 
Distribution 

Salt Coefficient 
Mg Cu U 

wt% at.% wt % at.% wt% at.% U.wt% 
UCb, MgCh. K.!.\\π% D.moI% 
moI% moI% Iwt% lat.% 

6.71 16.3 88.8 82.6 3.43 0.85 0.CXXl574 O.αXl204 2.65 oαXl 17 O.αXl24 

6.28 15.4 89.2 83.5 3.52 O.잃 0.0146 O.α)524 7.15 0.0041 O.α)60 

6.29 15.4 89.1 83.4 3.64 0.91 0.0446 0.0161 10.7 0.012 0.018 

6.28 15.4 89.2 83.5 3.66 0.92 o. l'n 0.0054 25.8 0.0생 0.071 

6.36 15.5 89.5 83.5 3.60 0.90 O.뼈6 0.178 53.3 0.13 0.20 

6.75 16.4 88.8 83.0 3.48 0.863 0.105 0.0387 24.3 0.030 0.045 

6.37 15.6 88.9 83.2 4.16 1.04 O.앓2 0.122 46.4 0.077 0.12 

6.18 15.2 89.0 83.6 4.22 1.06 0.367 0.1 40 46.4 0.087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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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실험데이타는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o = O.잃5(XMgO.) ................................................................................................ (5.야 

식 5.6은 이론식에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경험식으로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그립 5.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융염중 MgClz의 농도가 1에 

서 100mol %까지 변화할 경우， 우라늄의 분배계수는 약 1αm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우라늄의 최대 이동율은 운전요건올 만족하는 범위에서 MgCb의 

높은 농도에서 얻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실험은 MgCb를 기 

본염으로 사용하였고， 700.C 이상의 온도에서 회석되지 않은 MgCh가 우라 

늄 이송 용융염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었다. 

MgClz이외에 불화물계의 용융염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모든 불화물 

계는 용융점 및 표준 생성자유에너지의 값이 대체로 높기 때문에 특별한 주 

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으나， 그러나 MgCb-22mol %MgF2 공융염은 관심올 

가질 만한 특성올 가지고 있다. Bromide계의 용융염은 염화물계의 용융염보 

다 양호한 우라늄 분배계수를 가진다. 예를 들면 MgBr2-30mol % 

NaBr-2야nol % KBr계는 염화물 계보다 약 2배가 큰 우라늄 분배계수를 갖 

는다. 염화물계 혹은 혼합 halide염 이외의 다른 halide염의 사용에 의해 본 

공정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이들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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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alt Transport공정 의 명 가 

donor합금으로 부터 acceptor합금으로 우라늄의 이 동은 donor합금과 접 촉 

하고 있는 이송 용융염의 우라늄 농도가 acceptor합금과 접촉하고 있는 이송 

용융염의 농도보다 클 경우 계속하여 진행된다. 평형상태에 있는 이송 용융 

염내의 우라늄농도는 용융합금의 우라늄함량과 생성물의 분배계수와 일치한 

다. 그림 5.19와 같이 용융합금이 우라늄으로 포화되었을 때， Cu-Mg 및 

Zn-Mg합금과 평형상태인 MgCh에서 우라늄 최대 농도를 얻올 수 있다. 이 

와 같은 조건하에서， 이송 용융염 (salt transport의 최적조건)내 우라늄 농도 

의 가장 큰 차는 이송 용융염이 Mg함량이 낮은 Cu-Mg donor합금과 Mg함 

량이 높은 Zn - Mg acceptor합금과 접촉할 때 일어난다. 용융상의 Mg는 이송 

용융염보다 밀도가 낮은 금속사용에 관련된 기술적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면 

acceptor합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림 5.19와 같이 용융합금은 

30 at.% Zn에 Mg를 첨가하여 밀도를 증가시키고) t이송 용융염의 우라늄 함 

량을 최대로 증가시킨다. 우라늄 이동에 대한 최적 Cu-Mg donor합금의 조 

성은 조작온도에서 Cu-Mg-U계(그림 5.4의 점 C)의 공융 경계선에 위치한 

다. 이 donor합금의 Mg함량은 앞에서 셜명 한 바와 같이 intermeta11ic 화합물 

의 침전 혹은 용해에 의해 일어나는 완충작용에 의해 낮은 값을 유지한다. 

Cu-Mg donor합금올 이용한 우라늄의 salt transport속도는 온도의 영 향 

을 받고， 온도가 증가할수록 향상된다. 온도의 중가함으로서 Mg함량을 낮출 

수가 있고， 긍극적으로 우라늄의 용해도와 분배계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송 용융염의 영화물을 bromide로 대체할 경우， 분배계수의 증가로 인해 우라 

늄 salt transport 속도를 향상시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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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고， acceptor에서 donor합금으로 우라늄의 역이동을 감소 시킬 수 

있으면， 우라늄의 salt transport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acceptor합금 

으로부터 채순환되는 이송 용융염의 우라늄 함량을 낮춤으로서， 우라늄의 역 

이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Zn-rich Mg acceptor합금은 소량의 우라늄이 어 

동되었을 경우에도 쉽게 포화된다. 채순환된 이송 용융염의 우라늄 합량은 

일정하고， 생성물의 분배계수와 용해도가 일치한다. 적절한 용융염의 조성은 

MgCh-22mol % MgF2 공융혼합물(M.P. 626 "C)이며， 이송 용융염의 MgCh의 

낮은 함량은 acceptor합금에서의 분배계수를 감소시키고， 또한 donor 합금에 

서도 같은 영향에 의해 분배계수를 감소시킨다. 이는 동일한 우라늄 이동효 

과를 얻기 위해서 재순환되는 용융염의 량과 순환횟수를 증가시키며， 긍극적 

으로 제염계수를 감소시킨다. 

Mg함량이 높은 acceptor합금은 우라늄의 이동속도를 향상시킨다. 그러나 

우라늄은 이들 용융합금에서 낮은 용해도를 갖기 때문에 acceptor합금의 용 

기로 부터 우라늄올 제거하는데 어려웅에 직면한다. 3Omol% Mg를 함유하고 

있는 Zn - Mg acceptor합금올 사용하면 이런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 이 합 

금에서 우라늄의 용해도는· 약 4 at. %이다. 이송 용융염의 우라늄 합량은 포 

화된 acceptor합금보다 약 6배 큼올 그림 5.19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acceptor합금에서 농도는 포화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라늄 이동의 

비교는 동일한 이송 용융염의 순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800 "C 이상의 온도 혹은 다른 온도 조건하에서 donor와 acceptor합금의 

운전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donor합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우라늄으로 포화된 Cd-Cu-Mg , Cd-Mg, Cd-Zn-Mg 및 Zn-Mg 

합금과 접촉하는 MgCi2-30mol % NaCI-20mol % KCl 용융염계에 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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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늄 함량올 그림 5.20에 나타내었다. 8OO"C 이하의 온도에서 donor합금의 

사용으로 인하여 Mg함량올 낮게 유지해야 하는 둥의 문제를 해결 가능함올 

알 수 있었고， 이중 Cd-Cu-Mg계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salt transport공정 의 각 변수에 대 한 영 향은 다옴과 같다. 

o donor, acceptor합금과 transport염의 선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 transport염-합금계에서 금속원소의 분배계수 

- 합금의 금속원소 용해도 

둥이며， donor합금에 대해서는 분배계수와 용해도가 높은 것이 바람직한 반 

면에 acceptor합금에 대해서는 낮은 값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우라늄은 99%이상 회수 가능하며 I NM원소와 refractory 금속원소는 

Mg-MgC12를 이용한 sa1t transport공정에 분리가능하다. 

。 실제 공정에서 우라늄의 정제율은 이송 용융염내 donor합금의 함유정 

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o Mg함량이 낮은 Cu합금(800 - 850.C)은 우라늄의 용해도와 분배계수 

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I donor합금으로 적절하며， 그리고， 이들 합금의 

Mg함량을 조절함으로서 interrnetallic 화합물의 침전 및 용해에 의한 

완충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o Zn-Mg합금은 acceptor합금으로 적절하며 I Mg함량이 비교적 높은 Zn 

합금이 높은 분배계수와 낮은 용해도룰 유지하여 acceptor합금으로 바 

람직하다. 

O 또한 700"<: 의 Cu-Cd-Mg합금이 donor합금으로 적절하나， Mg함량이 

interrnetallic화합물의 용해와 침전에 의한 완충작용에 의해서 제어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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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d-Mg와 Cd-Zn-Mg합금은 Mg함량올 외부공정에 의하여 정확히 제 

어해야 한다는 단점이 었다. 

O 모든이송 용융염은 가능한 MgC12의 농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우라 

늄의 이동속도 측면에서 바랍직하다. 

O 그리고， MgBr와 Mg12동은 우라늄의 이송 용융염으로 적용가능하며， 

MgCb-22 mol% MgF2 공융염(용융점 : 620"C)은 운전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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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Salt Transport공정 의 Engineering Analysis 

L 공정 절명 

고온화학분리공정에서 이용되는 화학적 원리는 용융염과 용융합금간의 

우라늄， 플루토늄 및 FP원소의 열역학 특성치 차이 즉， 우라늄， 플루토늄 및 

FP원소 염화물의 표준생성자유에너지 차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FP왼소는 크 

게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o FP-1 : 주로 휘발성 기체 H3, Xe, Kr 

o FP-2 : 1, Br, Cs, Rb, Ra , Sr, Sm, Eu , Se, Te 

o FP-3 : Y, La, Ce, Pr, Nd, Pm, Gd, Tb 

o FP-4 : Zr, Nb, Mo, Tc, Ru , Rh, Pd , Ag , Cd, In, Sn, Sb 

표 6.1은 1000 K에서 표준생성자유에너지가 감소하는 순으로 선정된 원 

소의 염화물를 대상으로 표준자유에너지를 요약.수록한 것이다. 산화-환원반 

응을 이용하여 원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용융염/금속(CaCh-C리 

MgC12-Mg)이 사용된다. FP-2 원소그룹은 CaC12보다 표준생성자유에너지가 

크고， FP-3 원소그룹은 CaCh와 MgCh 표준자유에너지 중간 값을 갖는 반면 

에 FP-4 원소 그룹은 MgClz의 표준자유에너지 보다 작다. 

그림 6.1은 800"<: 에서 Mg함량에 따른 용융Cu-Mg합금과 Zn-Mg합금， 

MgClz 용융염계에서의 Ce, PU 및 U의 분배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배계수는 Ce, PU 및 U 염화물의 표준생성자유에너지 

값과 같이 동일한 순서로 감소한다. 그러나 그림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 

배계수값의 큰 차이는 용융합금계와 용융합금에서 Mg함량이 변화할 때 용 

매에서 일어난다. Cu-Mg합급은 donor로 작용하여， MgCh에 의하여 산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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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Standard Free Energíes of Fonnation of Chlorides at 1α)()K 

- L1 G of, -L1 G of, 
MCln kcaVg-equiv. Reference MCln kcaVg-eQuiv. Reference 

Cl Cl 

BaCIz 83.6 Chase-1975 MgCIz 57.7 Stull 

CsCl 82.6 Stull UCb 54.0 Rand 

RbCl 82.5 Glassner MnCIz 42.2 Wìcks 

LiCl 78.8 Stull ZrClz 34.2 Stull 

KCl 81.6 Stull ZnCIz 35.0 Wìcks 

SrClz 80.8 Chase-1975 CrClz 32.8 Wìcks 

SmCIz 80.0 Wicks CdCIz 30.4 Wicks 

EuCIz 79.0 Wicks FeCIz 26.3 [Chase-1974] 

CaCl2 76.8 Stull CuCl 22.0 Stull 

NaCl 76.2 Stull NiCIz 18.6 Wicks 

LaCb 67.0 Wicks NbCls 11.4 Glassner 

PrCb 66.3 Wicks MoCIz 8.0 Wicks 

CeCb 66.3 Wicks TcCb 7.4 Glassner 

NdCb 64.2 Wicks PdCIz 5.3 Glassner 

YCb 61.2 Wicks RhCl 1.4 Glassner 

PuCb 58.4 Oetting RuCb 0.3 Glass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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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PU 및 U의 염화물들은 용융염상에 존재하고， 이들 염화물이 포함된 용 

융염은 acceptor로 이송된다. Zn-Mg합금은 acceptor로 작용하여， Mg에 의하 

여 산화된 Ce, pu 및 U금속은 용융금속상에 존재하게 된다. 플루토늄에 대 

한 donor합금에서의 반웅식은 다음과 같다. 

PU + 3/2MgC1 2 • PuC1 3 + 3/2Mg ......................................................... (6.1) 

그리고 acceptor에서의 반웅식은 다음과 같다. 

PuC1 3 + 312Mg • pu + 3/2MgC1 2 •••••••••••••••••••••••••••••••••••••••••••••••••••••••••••• (6.깅 

acceptor에서의 반웅은 donor반웅의 역반웅이고， donor반웅에 의해 소비 

된 MgClz는 acceptor에서의 반웅에 의해 재생된다. 따라서 용융염은 소비되 

지 않고， 무한정으로 재순환이 가능하다. 플루토늄은 donor합금에서 acceptor 

합금으로 1몰이 정방향으로 이동되지만， Mg는 acceptor합금에서 donor합금 

으로 1.5몰아 역방향으로 이동된다. 그리고 용융염과 용융금속간의 용칠 즉， 

금속원소의 이동에 영향올 마치는 변수는 온도， 용융염의 종류， 용융염의 

MgClz함량， 용융합금에서 금속원소의 용해도둥이다. salt transport공정은 두 

용융합금간 용융염을 순환하여 한 용융합금(donor)에서 다른 용융합금 

(acceptor)으로 금속원소를 선택적으로 이동하여 정제 및 회수하는 기술로서 

이용되었다. donor용용합금에서 용융염에 의해 용질의 산화， acceptor 용융합 

금에 의해 용질의 환원둥에 의하여 물질전달이 진행된다. 

-112-



2. Block Ðiagram 

가. 개 요 

그림 6.2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공분리하기 위한 sal t transport공정의 

개념 계통도를 나타낸 것이다. 공정설계는 1 OOOMW (e) FBR 원자로에서 발 

생 되 는 노심 및 blanket핵 연료를 기 준으로 하여 salt transport공정 에 도입 되 

는 공급조건올 셜정하였다. salt transport공정은 일회에 하나의 핵연료 집합 

체(노심 혹은 bla따cet핵연료)를 처리한다. 노심핵연료와 bla따cet핵연료는 기 

계적 분리과정없이 함께 처리되고 fuel subassembly로부터 분리된 

hardware부분은 처리에 앞서 제거된다. salt transport공정은 우라늄과 플루 

토늄을 공분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작이 요구된다.(그림 

6.3 참조) 

O 탈피복 

O 산화물의 환원반웅 

o FP-3원소의 부분 제염 

O 플루토늄의 농축과 FP-4원소의 제염 

O 중금속의 정련 

상기공정은 노심핵연료 상.하단에 있는 축방향 blanket핵연료가 포함된 

노심핵연료 집합체 혹은 반경방향의 blanket핵연료 집합체로 도입되며， 노심 

및 blanket핵연료는 기계적 분리조작없이 함께 처리된다. 반웅부분 하단의 

subassembly hardware는 처 리 전에 

hardware도 공정에 도입되지 않는다. 

제거되고， 또한 반웅부분 상단의 

고체물질(탈피복된 혼합산화물핵연료와 UCU5화합물)의 취급올 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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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l차 공정운전은 동일한 탱스텐 도가니에서 연속적으로 수행된다‘ 이 

들 1차 운전은 각 운전에 대하여 지정된 운전구역에서 순환처리된다. 탈피복 

공정은 첫 번째 운전구역， 산화물 환원공정은 2번째 운전구역， FP-3원소의 

제거는 3번째 운전구역에서 수행된다. 그리고 우라늄으로부터 U-Pu의 분리 

는 4번째 운전구역， 우라늄의 정제는 5번째 운전구역에서 수행된다. 

이들 각 운전구역에서 가열로(하단이 개방됨)는 processing assembly의 

cover에 부착되어 있다. 각 운전구역에서 텅스텐 도가니는 회전용 platfonn 

에 위치하고， 운전완료 후 platfonn(도가니 포함)을 약 7ft정도 낮추어 교반 

기 및 이동관에 의해 도가니의 회전에 방해받지 않도록 한 다음， 다음 운전 

을 위해 platform올 회전시킨다. 주 공정 vessel로 부터 내.외부로 이동 및 

용융염과 용융금속간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 가열로가 순환 

processing assembly 주변에 설치된다. 이 보조 가열로는 고정되어 있으며， 

용융염과 용융금속은 이동관을 통하여 각 가열로간 이동된다. 

진공증류공정을 이용하여 휘발성 금속(Zn과 Mg)은 폐기물로부터 분리되 

고， 이들 물질은 공정으로 재순환된다. salt transport 공정에서 Cu는 전해정 

련기를 통하여 회수.재순환되고， 이들 지순환공정은 긍극적으로 발생폐기물 

의 절대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셜치된다. 

냐. 탈피 복 공정 (decladding) 

Zn과 용융엽은 탈피복 상분리기 (A-l ， 그림 6.4)에서 탈피복공정올 수행하 

기 앞서 탈피복용 도가니로 이동된다. fuel subassembly로부터 bottom 

hardware를 제거 후， 핵연료를 이송용 통에 넣고， process bay area로 이송 

용 통을 이동한다. 이송용 통은 fuel subassembly를 상승과 낮춤기능，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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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의 붕괴열 제거롤 위한 냉각장치와 gate flange장치퉁이 구비되어 있다. 

그리고 이송용 통에는 탈피복 운전구역에서 순환 processing assembly의 뚜 

껑부분에 2중의 gate flange 안전장치가 셜치되어 있다. 양 gate(이송용 통과 

뚜껑)은 열려 있고， 핵연료는 SOOOC 에서 수 인치 액위의 용융Zn과 용융염을 

통하여 핵연료 pm의 하단 부분이 잠기게 된다. 

피 복관이 갈라진 후， FP-l 원소의 가스(H3， Xe, Kr)퉁은 방출되 어 , cell 

가스저장용기내로 수집 밀폐저장된다. Zn용융금속과 용융염의 띔현상이 핵 

연료 pm내의 고압 가스방출로 인하여 발생한다. 철 재질의 보호막(Zn에 용 

해됨)이 휩현상이 일어나는 핵연료 subassembly주위에 셜치된다. CaCh

KCI-ZnCh 용융염은 밀도차에 의하여 Zn 용융금속의 상단부분에 위치하며， 

이로 인해 Zn용융금속의 중발을 방지할 수 있다. 휘발성 기체인 요오드는 

Zn과 반웅하여 Znb를 생성하고 또한 탈피복공정중에 방출되는 알카리 혹은 

알카리토금속 요오드염퉁은 용융염상에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용융염에 존 

재하는 KCl은 휘발성의 halide(ZnCh, Znb 둥)와 복합염올 생성한다. 

용융염에 존재하는 ZnCh는 전단계의 공정운전으로 인하여 도가니에 소량 

존재하는 잔류 우라늄， 플루토늄， 마그너l숨 및 . 나트륨과 반웅하여 UCb. 

PuCb, MgC12 및 NaCl를 생성하고， 생성된 이들 물질은 용융염상에 존재하 

게 된다. Zn 반웅생성물은 용융금속상에 폰재하고. NM원소인 FP-4(Ru, Rh, 

Pd, Ag)의 일부는 탈피복공정중 Zn에 용해된다. 

fuel subassembly의 active부분은 Zn 용융금속계 및 800t 의 온도조건에 

서 완전히 용해되며 피복관 hardware는 산화물로부터 분리된다. 표 6.2는 

Zn 용융금속계에서 Fe. Cr. Ni의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ANL의 연구자들 

은 8OO t , 15-20wt% Zn에서 stainless steel의 용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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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Solubility (Wt %) of Fe, Cr, and Ni in Zn 

Temp, ℃ 

500 

600 

700 

800 

aFe, Ni (Johnson-1965) 

bCr (Vogel) 

Fe 8 

0.11 

0.82 

3.85 

7.90 

Cr b Ni a 

0.59 0.85 

0.86 2.3 

1.29 5.0 

1.8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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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Zn-stainless steel a110y는 가열된 이동관을 통하여 vessel로의 이동이 

가능함올 실중하였다. 

stainless steel loading조건하에서 Fe는 용해도 이상으로 존재하고， 이들 

Fe업자는 Fe가 포화된 Zn 용융금속상에 부유하게 된다. Fe의 밀도가 Zn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 Fe업자는 뭉쳐지지 않는다. 

탈피복 공정 완료 후， 상단 hardware를 이송용 통에 들어 올리고， gate를 

닫는다. 그 다음， 이송용 통은 탈피복공정 구역에서 제거되고， 하단 

hardware를 저 장된 운전구역 으로 보낸다. 상단 hardware를 다시 이 송용 통 

에 넣고， 탈피복공정을 다시 수행한다. 

탈피복공정 완료 후 Zn-stainless steel 슬러리와 염은 A-l의 탈피복 상 

분리기로 이동된다. 혼합산화물 핵연료가 함유되어 있는 도가니와 소량의 금 

속 잔류물은 환원운전구역으로 이동된다. 

다. 탈피복 상분리기 (A-l) 

탈피복 vessel으로부터 Zn-claddìng 슬러리와 용융염은 상분리기에 도입 

되고， 이과정에서 용융염과 용융금속은 분리된다. 용융염에 존재하는 소량의 

염잔류물는 A-l에서 제거되고 환원상분리기 A-2로 이동된다. 새로운 용융 

염이 A-l vessel에 공급된다. 용융금속 슬러리는 D-l의 진공증류공정으로 

이동되고， 소량의 금속잔류물이 남는다. 그리고， 새로운 Zn금속이 A-l으로 

도입되고， 새로운 염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금속잔류물은 탈피복 공정으로 

재순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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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화물 환원공정 

산화물핵연료의 취급올 배제하기 위하여 탈피복공정에서 사용된 동일한 

도가니에 담겨있는 혼합산화불핵연료를 환원운전구역으로 platforrn올 순환하 

여 이동한다. 산화물의 환원반웅을 진행하기 위하여， CaClz-CaF 2환원염， 탈피 

복공정의 염 (CaClz-KCl-ZnClz) 및 Cu-Mg-Ca합금이 환원공정 상분리기 

A-2로 부터 도가니에 가해진다. 용융염과 용융금속계에서 Ca은 8OO"C에서 

산화물핵연료와 급속히 반웅올 진행한다. 

혼합 산화물핵연료는 고체상이기 때문에， 교반기는 시작단계에서 용융물 

질의 상단부분에서 교반올 시작하여， 환원반웅이 점차로 진행됨에 따라 교반 

기의 깊이를 점차로 증가시켜 용융금속상에서 교반이 진행되도록 한다. 초기 

에 용융물질의 하단부분에서 교반을 시작하면， 산화물핵연료로 인하여 교반 

기의 회전이 불가능해진다. 산화물핵연료는 다음과 같은 반웅에 의하여 환원 

된다. 

U02 + 2Ca • U + 2CaO ......................................................................... … ..... (6.3) 

Pu0 2 + 2Ca • PU + 2C때 .............................................................................. (6.띠 

CaO 반웅생성물과 FP-2원소는 용융염계에 존재하게 된다. 그립 6.5는 

CaClz-CaF 2-CaO 삼성분 계에 대한 phase cliagram올 나타낸 것이다.꽁) 그립 

6.5에서 CaO는 용융염에 용해됨올 나타내고 았으며， 이는 용융염으로부터 

CaO의 제거가 가능함을 나타내고 었다. 그리고 반웅종료 단계에서 CaO는 

용융염내에 용해도 제한값 이하로 존재하도록 반웅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환원제인 Ca금속은 CaClz 용융염에 소량 용해된다. 환원된 금속(우 

라늄， 플루토늄， FP-3, FP-4)은 Zn 혹은 Cu-Mg 용융금속계에 폰재하게 되 

고， 특히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Zn용융금속에 완전히 용해된다. Zn용융금속내 

-121-



~O “ c‘Z'CoFZ 

(00 

l/ ___ -

\ 
\ 

)() CoO'l (.o C'2 

\ 
\ 

Fig. 6.5. Partial Phase Diagram of the CaClz-CaF2-CaO System 

-122 -



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단일성분에 대한 용해도를 표 6.3과 6.4에 나타내었다. 

우라늄은 용해도 이상으로 Cu-Mg용융금속에 파잉으로 폰재하고， 이들 물질 

은 intenneta1lic 화합물인 UCus로서 Cu-Mg용융금속에 침 전하게 된다. 플루 

토늄， FP-3 및 대부분의 FP-4원소는 용융Zn금속 혹은 Cu-Mg용융금속에 

용해된다. 

산화물핵연료의 환원공정에서 산화물핵연료의 FP-l원소는 산화물핵연료 

로부터 제거되고， cover gas에 수집된다. cover gas는 탈피복공정과 통일한 

방볍으로 취급된다. 환원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량올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염 CCaO 함유)은 전기분해공정에서 일련의 처리과정을 거친다. 음극에서 

생성된 Ca금속은 Zn 혹은 Cu-Mg합금에 존재하게 되고， 탄소 양극과 반웅 

하여 생성된 CO 혹은 c<객가스는 방출된다. 정제된 염은 다음의 산화물 환원 

공정으로 재순환된다. 

채순환염에 존재하는 FP-2원소는 채순환염을 일부 제거하여 용융염중의 

FP-2원소 함량을 낮춘다. 환원공정 완료 후， 용융금속과 용융염 이 담겨 있는 

도가니는 FP-3 donor storage운전구역으로 회전된다. 

마. 환원공정 상분리기 (A-2) 

전기분해공정으로부터 용융염과 Ca를 함유하고 있는 Cu-Mg합금이 환원 

공정 상분리기 CA-2)로 도입된다. 소량 금속잔류물올 제외한 이들 모든 물질 

은 환원운전구역 CP-2)의 도가니로 이동된다. A-l으로부터 폐염과 환원염， 

FP-3 donor storage vessel로부터 소량의 FP-3 donor잔류물은 A-2로 다시 

도입되고 용융염과 용융금속이 분리된다. 그리고 소량의 잔류물을 제외한 용 

융염은 전기분해공정으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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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Calculated Solubility- of Uranium in Liquid Zinc 

℃ 
iαK1 Uraniurn, 

t, 
T , • K wt % 

950 0.818 26.2 

900 0.852 15.8 

850 0.890 8.47 

800 0.932 5.47 

750 0.977 2.62 

700 1.028 1.19 

650 1.083 0.495 

600 1.145 0.187 

550 1.215 0.0624 

밍O 1.293 0.0181 

엄O 1.383 0.00443 

.Calculated from the following empirical equations 36) 

8oo t: < t < 957 "C 

log (at % U) = 21.771 - 4껑5OT- 1 + 2.051 X 1Q7T -2 ; 

log (wt % U) = 21.860 - 41780T1 
+ 2.052 X 107T-2 

. 

419 t: < t < 800 "C 

log (at % U) = 6.579 - 6857T 1 

log (wt % U) = 7.1 01 - 6837T1 

-124 -

Uranium, 

at % 

8.67 

4.55 

2.59 

1.58 

0.753 

0.942 

0.1 42 

0.0533 

0.0178 

0.00537 

0.00125 



표 6.4. Ca1culated Solubility' of Plutonium in Liquid Zinc 

℃ 
100Q 

t, 
T,' K 

850 0.890 

800 0.932 

750 0.977 

700 1.0잃 

650 1.0잃 

600 1.145 

550 1.215 

500 1.293 

450 1.3&3 

'Calculated from empirical equations 36) 

45O 'C < t < 75O'C 

log (at % Pu) = 6.594 - 663T 1 

log (wt % Pu) = 7.108 - 6588- 1 
• 

Plutonium, 

wt% 

17.44 

9.29 

4.66 

2.18 

0.937 

0.366 

0.1 27 

0.0387 

0.00996 

b Estimated with above equations for 800 뻐d 8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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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tonium, 

at % 

4.83 0 

2.56 0 

l.281 

0.594 

0.254 

0.0984 

0.0340 

0.0102 

0.00261 



FP-3 donor storage 운전구역으로 이동된 도가니는 산화물 환원반웅에 

의해 생성된 금속과 용융염을 합유하고 있다. 용융금속의 용융염 총은 휘발 

성 금속인 Zn 혹은 Mg등의 중발을 방지한다. 

바. FP-3원소 재거 

고온화학분리공정에서 플루토늄과 FP-3원소의 화학적 유사성으로 인해 

플루토늄으로부터 FP-3원소의 분리가 매우 어렵다. 산화물 환원공정에서 사 

용된 Cu-16 at% Mg합금은 FP-3원소의 donor합금으로 작용한다. FP-3원소 

는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 해 산화된다. 

FP-3 + 3/2MgC1 2 • (FP-3)C1 3 + 3/2Mg .................................................... (6.5) 

FP-3원소계 염화물은 800.C 의 용융염계에 존재하고， 반면에 우라늄， 플루 

토늄 및 FP-4원소는 donor합금에 존재하게 된다. 용융염 은 750.C 의 Zn-20 

at% Mg acceptor합금과 평 형 상태 를 유지 한다. 

(FP - 3)C1 3 + 3/2Mg• FP- 3 + 3/2MgCI 2 ................................................... (6.6) 

환원된 FP-3 금속은 acceptor합금에， 반응생성물인 MgCh는 용융염에 존 

재하게 된다. 즉 donor합금에서 소비된 MgCh는 acceptor합금에서 재생된다. 

따라서 전체 용융염 조성은 항상 일정하고， 용융염은 무한정으로 사용가능하 

다- 그림 6.6은 8OO .C 에서 Cu-16 at% Mg합금과 MgCh의 함량에 따른 

CaCh-KCl- MgCh 간의 Ce, PU 및 U 분배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본 공정에 

서는 용융염 MgCh 함량올 11몰%로 운전조건을 설정하였다. 그림 6.7은 75 

O.C 에서 Zn-20 at% Mg acceptor합금과 MgCh의 함량에 따른 CaCh-KCl

MgCh 간의 Ce, PU 및 U 분배계수를 나타낸 것으로서 Ce원소의 분배계수 

는 기존자료로부터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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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C*(X MgC1,)l'2 ........................... ‘ ................................................................ (6.7) 

여기서 D 
몰%(영계에 존재하는 금속) 
몰%(금속계에 존재하는 금속) 

c = 상수， XMgCl2 = 염에 존재하는 MgCh 몰분율 

그러나 그림 6.6과 6.7의 추정된 분배계수는 실험적 검증이 요구된다. 

핵비확산성의 요건를 만족하기 위하여 FP-3원소의 약 10%만이 제거되 

고，나머지 90%의 FP-3원소는 다음 공정단계를 통해 플루토늄과 같이 거동 

한다. FP-3원소의 제거율은 원자로에서 발생된 FP-3원소의 량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FP-3원소의 10% 이상 제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의 운전 

은 donor 합금의 약 11%만이 FP-3 donor합금 도가니 A-3로 이동되도록 조 

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추출염의 반복된 순환으로 인하여 소량 

의 donor합금으로부터 FP-3원소의 뇨::.~ 
;n:."'i누 효율로 제거가 가능하다. 그러나 

donor합금이 P-3 vessel에 서 잔류 89%의 합금이 재순환되면 이들물질은 재 

순환 전과 동일한 상태가 된다. 

FP-3원소 제거를 위하여 donor합금을 FP-3원소 donor합금 도가니로의 

반복된 이동은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donor합금이 FP-3 원소에 오염된 

donor합금의 역혼합에 인하여 FP-3원소의 충분한 제거가 불가능하다. FP-3 

donor 운전구역에서 다음 운전구역으로 도가니를 회전하기 앞서 산화물 환 

원염과 소량의 donor합금은 환원공정 상분리기 A-2로 이동되고. 엽이 제거 

된 도가니는 다음 운전구역으로 회전된다. 

사. FP-3 채거단계 

FP-3 donor storage 운전구역으로부터 donor합금은 A-3로 이 동되 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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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A-4로부터의 용융염도 A-3로 이동된다. FP-3 원소는 용융염계에， 그리 

고 Pu, U 및 FP-4 원소는 donor합금에 잔류한다. 평형상태 완료후， 용융염 

은 A-4로 역이동하고， donor합긍은 FP-3 donor storage로 재이동한다. 염과 

곰속 잔류물은 염과 금속상의 분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A-3에서 일정시 

간동안 정치된다. 

ot. FP-3 acceptor vessel 

A-3의 FP-3 donor로부터 추출염은 A-4의 FP-3 acceptor로 이 동된다. 

accêptor합금은 A-4로부터 진공증류공정으로 도입된다. Mg 혹은 Ca은 A-4 

에 직접적으로 보충된다. 용융염계에 존재하는 FP-3 염화물은 교반에 의해 

용융염과 용융금속계의 평형상태에서 Ca에 의해 환원된다. 환원된 FP-3원소 

는 acceptor합금상에， CaClz 혹은 MgClz의 반웅생성물은 용융염계에 존재하 

게 된다. acceptor합금은 D-l의 진공증류공정으로 도입되고， 상분리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염과 금속잔류물은 A-4에서 일정기간 동안 정치된다. 

자. U-Donor와 U-Pu Donor 이 론 

salt transport공정에 의하여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공분리가 가능하다. 우 

라늄， 플루토늄 및 FP-3원소는 salt transport공정 에 의 해 donor합금에 존재 

하는 FP-4원소로부터 선태적으로 분리된다. 우라늄에 대한 salt transport공 

정의 개념을 그림 6.8에 개략적으로 도식화하였다. 초기에 donor합금에 존재 

하는 금속 우라늄은 산화되고， 이송 용융염에 추출되고， FP-4와 피복관 구성 

원소는 donor합곰상에 존재한다. 

U (donor) + 3/2MgC1 2 ( salt) • UCI 3(salt) + 3/2Mg(donor)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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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Salt Transpor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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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13을 함유하고 있는 이송 용융염은 acceptor합금과 접촉하여， 다음과 같은 

역반웅올 진행한다. 

UC1 3 (s떠t) + 3/2Mg ( acceptor) • U(acceptor) + 3I2MgC1 2(salt) ................... (6.9) 

추출 및 역 추출반웅의 총괄반웅은 다옴과 같다. 

U ( donor ) + 3/2Mg ( acceptor)• UC1 3(acceptor) + 3/2MgC1 2( donor) ....................... (6.10)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산화반웅에 의하여 donor합금에서 소비된 MgCh는 

UC13 혹은 PuC13의 Mg환원에 의해 acceptor합금에서 재생된다. 따라서 salt 

transport 공정에서 운전 초기 및 종효시점에서 용융영의 조성은 항상 일정 

하고， 용융염은 무한정으로 사용가능하다. donor합금에서 acceptor합금으로 

이동된 1몰의 우라늄에 대하여 Mg는 1.5몰이 역방향으로 이동된다. donor합 

금에서 Mg농도의 증가와 acceptor합금에서 Mg의 감소는 실제 공정의 설계 

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반웅식 (6.10)이 평형에 도달하면 양 합금은 이송 용융염과 평형상태를 유 

지 한다. acceptor합금과 donor합금에서 우라늄의 비 즉 R은 각 용융합금과 

용융염에서의 우라늄 분배계수 비와 동일하다. 

at.%U (acceotor 머lov) D (donor allov) ... (6.1 1) at.%U(donor alloy) D(acceptor alloy) 

donor합금에서 acceptor합금으로 용질(우라늄 혹은 플루토늄)의 이동은 

양 용융합금간의 이송 용융염의 순환에 의해서 진행되고， 우라늄과 플루토늄 

은 용융합금에 대하여 제한된 용해도를 가지고 있다. 이송 용융염과 donor합 

금계에 존재하는 일부 우라늄만이 이송 용융염이 순환되는 동안 이동된다. 

따라서 donor 합금에서 우라늄의 제한된 용해도로 인하여， acceptor합금으로 

설정된 분율의 우라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송 용융염 순환횟수의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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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용융엽의 순환주기 동안 acceptor합금으로 이동된 우라늄의 량은 

acceptor합금에서의 우라늄이 포화될 때 까지는 항상 일정하다(acceptor합금 

에서 평형상태 유지를 가정) . 

우라늄이 acceptor합금에서 제한된 용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acceptor 

합금은 수회의 용융염 순환에 의해 곧 우라늄으로 포화된다. acceptor합금에 

서의 제한된 용해도는 설정분율 우라늄올 이동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이송 

용융염의 순환횟수 감소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동가능한 최대분율은 

acceptor에서 우라늄의 용해도의 제한에 의하여 중가한다. acceptor합금에서 

우라늄의 낮은 용해도는 분배계수 값이 크기 때문에 이와같은 문제는 극복 

가능하다. 

1)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salt transport를 위한 용융염-용융금속계 

donor합금에서 acceptor합금으로 우라늄 혹은 플루토늄의 이동속도는 

O 각 용융합금과 이송 용융염계에서 이들 원소의 분배계수 

O 용융합금의 용해도둥에 큰 영향을 받는다. 8C)()"C 에서 용융 Cu-i\1g 및 

Zn-Mg 용융합금과 MgClz 용융염계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분배계수를 

그림 6.9에 나타내었다. 운전의 수월성을 고려하여 628"C에서(그림 6.10) 용 

융되는 78 몰% MgCh - 22 몰% MgF2 공융염올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 

들 분배계수는 용융염에 무관하게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내었다.잉) 

일반적으로 용융합금의 Mg함량이 0에서부터 증가할 때， 그림 6.10과 같 

이 분배계수는 Mg함량이 0 부근에서는 급격히 감소하고， 최저점을 통과한 

후 점차로 증가하고， 분배계수의 값은 합금에서 플루토늄 혹은 우라늄의 농 

도에 거의 독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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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 Cu-Mg와 Zn-Mg합금계의 우라늄 용해도， 용융 Zn-Mg합금에서 플 

루토늄의 용해도를 그립 6.11에 용융합금의 Mg함량의 함수로서 나타내었다. 

용융 Cu-Mg 합금에서 플루토늄의 용해도 값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용해도는 

용융 Cu-Mg 합금의 사용제한에 큰 영향올 미치지 않는다. 그립 6.10과 6.12 

의 Cu-Mg합금에서 분배계수와 용해도 곡선의 단절은 800.C 에서 이들 용융 

금속의 조성이 폰재하는 구역이 없음을 의미한다. 

donor와 acceptor합금계에서 이송 용융염의 순환에 의해서 이동되는 우라 

늄과 플루토늄의 량은 이동된 용융염의 량과 용융염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함량에 영향을 받는다. 평형상태에서 이송 용융염의 우라늄 혹은 플루토늄 

함량은 합금의 우라늄 혹은 플루토늄 함량과 분배계수의 곱으로 표현된다. 

mol % M(salt) = at. % M(metaI) x D ................................................... …(6.12) 

donor합금과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용융염의 우라늄 혹은 플루토늄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donor합금-용융염계에서 분배계수와 용해도가 큰 

값을 가져야 한다. 반대로 acceptor합금과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용융염 

의 우라늄 혹은 플루토늄의 함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acceptor-용융염계에서 

분배계수와 용해도는 낮은 값올 가져야 한다. donor와 acceptor합금간의 우 

라늄 혹은 플루토늄과 Mg의 물질이동은 이송 용융염에 함유되어 있는 우라 

늄 혹은 플루토늄의 평형값이 상기의 양 합금과 같올 때 중단된다. 

800.C 에서 포화된 용융Cu-Mg와 Zn-Mg합금과 평형상태에 있는 MgCh 

용융염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최대 함량올 그림 6.12에 나타내었다. 이들 

곡선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에 대한 donor와 acceptor합금의 조성을 결정하는 

데 이용된다. 예를 들면 800.C 에서 낮은 Mg함량(약 16 at. %)의 Cu-Mg합 

금은 우라늄에 대해서 donor로서 작용하고， 반면에 약 15 at. % 혹은 60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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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조건에서는 acceptor합금으로 작용한다. 표 6.5에 우라늄과 플루토 

늄에 대하여 매우 양호한 donor와 acceptor 합금의 조성올 요약.수록하였다‘ 

8OO 0C 에서 Cu-16 at. % Mg합금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에 대하여 donor로 작 

용하고， 반면에 2n-1O at. % Mg합금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에 대하여 

acceptor로서 작용한다. Cu-16 at. % Mg합금은 우라늄의 비교적 낮은 용해 

도로 인하여 우라늄보다 플루토늄에 대하여 매우 효과적인 donor로 작용함 

올 표 6.5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라늄은 donor합금에서 플루토늄보다 낮은 용해도， donor합금-용융염계 

에서 플루토늄보다 낮은 분배계수로 인하여 플루토늄보다 낮은 속도로 이동 

된다. 이와 같은 이동속도의 차는 salt transport공정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이는 우라늄 이동이 완료되기 전에 transport염의 순환올 종료함으로서 플루 

토늄의 함량을 높일 수 있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800 - 9OO"C에서 Cu-16 at. % Mg donor합금， 

MgCh 이송 용융염과 2n-10 at. % Mg acceptor합금을 이용하여 FP-4원소 

로부터 분리된다. donor합금의 운전은 그림 6.13의 Cu-Mg-U계의 Cu-rich구 

역을 참조로 하여 설명된다. 그림 6.13은 Cu-U와 Cu-Mg 2성분계 diagram 

과 Cu-Mg-U 삼성분계의 제한된 데이터로부터 도식화된 그림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M점은 Cu-U 2성분 합금의 공융점이고， 점G는 Cu-Mg 2성 

분 합금의 공융점올 나타낸다. 점N은 3성분계 Cu-Mg-U의 공융점을 나타내 

고， 그리고 M-C-N 곡선은 공융 valley를 나타낸다. 점D는 8OO "C 에서 

Cu-Mg 2성 분합금의 liquidus의 조성 을 나타내 고， 점 C는 공융va11ey에 서 80 

O.C 의 liquidus를 나타낸다. C-D선은 공융 valley와 Cu-Mg 2성분 합금간의 

8OO .C liquidus 동온선을 나타내 고， 선 A-B는 donor합금조성 이 우라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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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Composition of Donor and Acceptor Alloys for U and pu 

S a1t Transport using MgC12 at 8OO"C 

D Solubility, a t.% In Salt, mol % Classification 8 

Alloy 

pu U pu U PuCb UCb PU U 

Cu-16 at. % Mg 3.5 0.45 high 1.05 high 0.46 Donoro Donor 

Zn-l0 at. % 1이g 0.035 O.α)94 2.3 1.5 0.080 0.014 Acceptor Acceptor 

• All 01 the salt-aUoy systems shown are acceptors for the FP-4 meta15. 

t>when there is high plutonium solubility, the distribution coefficients provide the basis for 

evaluating the relative donor pr。야:rties of the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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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됨에 따라 변화하는 경로를 나타낸다. 즉 MgCh의 산화에 의해 우라늄 금 

속의 감소와 donor합금에 Mg의 축적으로 인한 조성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 

조성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반웅식과 관계가 있다. 

U + 3/2MgC1 2 • UC1 3 + 3/2Mg ................................................................... 떠.1잉 

상기의 반웅식에서 l몰의 우라늄 금속 소비에 대하여 1.5몰의 Mg가 도입 

됨올 나타낸다. 조작선상에 위치하는 점E는 donor합금의 초기 조성올 나타 

내고， 점B는 우라늄의 이동이 완료되었올 때 I donor합금의 조성을 나타낸다. 

점E에서는 평형상태하에서 UCU5의 intermetallic 화합물로 추정되는 우라늄 

이 함유된 고체상과 조성C의 용융상이 존재한다. 우라늄의 이동이 진행됨에 

따라， 합금의 조성은 조작선 A-B 즉 E에서 C점으로 이동한다. UCU5 화합물 

은 용해되고， 이송 용융염에 의하여 donor합금으로 추출된 우라늄을 보충한 

다. 

UCus( solid) • U(Cu-Mg liquid) + 5Cu(Cu-Mg liquid) ......................... (6.14) 

UCU5의 용해에 의해 생성된 Cu는 조작온도에서 MgC12에 의한 우라늄산 

화에 의하여 생성된 Mg와 결합을 한다. 따라서 용융상의 조성은 용융상과 

고상의 비가 증가할 경우에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점C에 도달하면， 모 

든 고상물질은 소비되고， 우라늄의 이동이 계속될 때 조성은 조작선상의 점C 

에서 점B의 조성으로 변화한다. Cu-Mg solidsolution과 평형상태에 있는 용 

융상의 조성은 800.C liquidus둥온선(C-D)과 일치한다. 우라늄 이동의 마지 

막 과정에서 donor합금의 모든 우라늄은 용융상에 존재한다. 

우라늄 이동중 donor합금내에 Mg축적올 조절하기 위하여， 조작선은 조작 

온도 조건하에서 공융valley의 liquidus를 통과하여야 한다. 공융V외ley상의 

이 liquidus조성은 UCU5 용해시 용융상의 조성이다. 상기 조건하에서 공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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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or합금의 Mg 축적채어， 최적 donor조성의 조건올 제공한다. 최적 donor 

조성은 우라늄 이동시 셜정된 조작온도에서 최대 우라늄 분배계수와 최대 

우라늄 용해도를 나타낸다. 

모든 플루토늄은 donor합금에 용융상태로 존재하고， 플루토늄의 분배 계수 

가 우라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플루토늄은 우라늄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된다. donor와 acceptor합금간의 이송 용융염 6회 순환 후， 초기 플루토 

늄의 99% 이상， 우라늄은 초기농도의 50% 정도가 이동됩올 이론적 계산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우라늄 초기농도의 약 99% 이상올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약 26회의 이송 용융염의 순환이 요구된다. 그리고 플루토늄의 농축은 Pu-U 

donor와 acceptor간의 용융염 순환횟 수를 제 한함으로서 가능하다. 

UCh와 PuCh가 acceptor로 이 동될 때， 양 염 화물은 Mg에 의 해 환원되 고， 

플루토늄과 우라늄 금속생성물은 acceptor합금에 폰재한다. acceptor합금의 

량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서， 환원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acceptor합금에서의 

용해도 제한치를 상회하여， intennetallic 화합물형태 (UzZn17 ， PuzZn17)로서 침 

전하게 되고， 이와 같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공침전은 공정상 매우 바람직 

하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침전물은 acceptor 용융합금에서 플루토늄 함량 

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는 용융염에서 donor합금을 통하여 역이동되는 플루 

토늄 량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donor합금에서 용융염으로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이동은 약 800.C 에서 

donor-용융염계의 용도가 상숭함에 따라 증가하고， 반면에 용융염에서 

acceptor 용융합금으로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이 동은 약 700.C 에 서 acceptor

용융염계의 온도를 낮춤으로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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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U-PU donor 공청운전 - 장치와 운전 

1) U-Pu donor 

U, Pu, FP-3 및 FP-4원소를 함유하고 있는 donor합금의 도가니는 FP-3 

donor storage 운전구역에서 U-Pu donor 운전구역으로 회전된다. 그리고 용 

융 염 과 donor합금 잔류물은 sa1t-donor heel storage A-6에 서 U-Pu donor의 

도가니로 이동된다. 용융염과 용융금속계는 교반에 의해 평형상태를 유지하 

고， 플루토늄， 우라늄 및 잔류 FP-3원소는 MgC1z에 의해서 산화되고， 플루토 

늄， 우라늄 및 FP-3원소의 염화물은 용융염계에， 반웅생성물인 Mg는 donor 

합금계에 존재한다. 평형상태 완료 후 각 상은 서로 분리되고， 용용엽은 

U-Pu donor 운전구역에서 U-Pu acceptor A-5로 이동된다. acceptor합금과 

donor합금의 상호오염올 방지하기 위하여 이송관은 용융염만이 이동 가능하 

도록 용융염-용융금속 경계면 위에 위치한다. 

salt transport공정에서 용융염은 공분리된 핵연료의 플루토늄의 적절한 

농축을 위하여 donor와 acceptor합금간을 수회 순환된다. 수회 용융염 순환 

이 완료된 다음， 용융염과 소량의 donor합금 잔류물은 U-PU donor에서 salt 

donor heel storage A-6로 이동된다. 도가니는 U donor 운전구역으로 회전 

을 위해 준비된다. 

2) U-donor 

U-Pu donor 공정 의 운전에 앞서， 플루토늄의 99% 이상， FP-3원소 및 우 

라늄의 약 1/2이 donor합금으로부터 제거된다. U donor 운전구역에서 잔류 

우라늄의 대부분은 FP-4가 함유된 상태로 donor합금으로부터 분리된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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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염과 donor합금 잔류물은 salt-donor heel storage에서 분리되고， 용융염과 

donor 합금 잔류물은 U donor로 이동된다. 용융염과 용융금속계는 교반의 

조건하에서 우라늄은 MgClz에 의해 산화되고， 반웅생성물인 UCb와 Mg는 

각각 용융염과 용융금속계에 존재한다. 

산화반웅 완료 후， 용융염과 용융금속상은 서로 분리되고， 용융염은 U 

donor에서 U acceptor A-1으로 이동된다. 이송관의 유입부는 용융염파 동시 

에 donor합금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융염-용융금속 경계면 위에 위치 

한다 donor합금으로부터 우라늄올 제거하기 위해서 용융염은 donor와 

acceptor 용융합금간올 수회 순환되어야 한다. 용융염의 순환 완료 후， 용융 

염과 사용한 donor합금은 U donor 운전구역에서 salt-donor heel storage 

A-8로 이송된다. 이송관의 유입부는 모든 용융염과 donor합금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도가니의 하단부에 위치시킨다. 

3) U - PU acceptor 

U-Pu donor로부터 용융엽， 진공증류공정 D-3로부터 Zn-Mg금속， 보충 

Mg금속이 U-Pu acceptor A-5로 도입된다. 용융염과 용융금속상은 교반에 

의해 평형상태를 유지한다. 용융염에 함유된 우라늄， 플루토늄 및 FP-3 원소 

의 염화물은 Mg에 의하여 환원된다. 금속생성물(우라늄， 플루토늄 및 FP-3 

원소) 및 MgClz는 각각 acceptor합금 및 용융염에 존재한다. donor와 

acceptor합금간 용융염의 수회 순환 후， 이송관의 유입부를 통하여 acceptor 

합금이 이동되는 것올 방지하기 위하여 용융염-용융금속 경계면에 위치하고， 

용융염을 U donor로 이송한다. 그리고 우라늄을 포함한 acceptor합금은 U 

acceptor A-7으로부터 진공중류공정 D-4로 이동된다. 상분리를 용이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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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용융염과 금속 잔류물은 acceptor 도가니에서 일정시간 동안 정치 

시킨다. 

4) U-PU salt-donor heel storage 

이송 용융염의 오염올 방지하기 위하여， U-Pu salt transport공정의 운전 

종료 단계에서 용융염과 소량의 금속잔류물은 U-PU donor에서 salt-donor 

heel storage A-6로 이동된다. 이송관의 유업부는 용융염-용융금속 경계면의 

하단에 위치한다- 이들 염과 금속잔류물은 U-Pu donor에 재순환된다. 

5) Salt-donor heel storage 

본 vessel는 우라늄 salt transport 운전종료 단계에서 이송 용융염의 저 

장용으로 사용되고， FP-4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사용된 donor합금과 이송 용 

융염 은 U donor에서 U salt-donor heel storage로 이동된다. 사용한 donor 

합금은 U salt-donor heel storage A-8에서 진공증류공정 D-5로 이송된다. 

소량의 금속 잔류물은 A-8에 저장되고， transport 염과 금속잔류물은 U 

donor로 역이동되어 재사용된다. 

카. U-Pu donor 단위 조작 

1) 전기분해공정 

산화울 환원염은 CaO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산화물 환원공정으로 재 

순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CaO률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주 

로 전기분해방법이 이용된다. 환원공정 상분리기 A-2로부터 분리된 용융염 

-146 -



은 전기분해공정으로 도입하고， graphite 양극올 사용하여 CaO를 분리한다. 

양극에서 생성된 산소는 graphite와 반용하여 CO 혹은 C02를 생성하고 외부 

로 배출된다. 음극운 용융 Cu-Mg 합금올 사용하여 환원된 Ca금속을 회수하 

고， 회수된 Ca금속은 Cu-Mg 합금상에 존재하게 된다. 

전기분해의 종료단계에서 FP-2원소를 제거하기 위해 재생염의 일부를 제 

거하여 처리한다. 나머지 염과 Cu-Mg 합금은 환원공정 상분리기 A-2로 이 

송된다. 

2) 진공중류공정 

진공증류공정은 휘발성 금속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금속원소의 증 

기압차를 이용하여 휘발성 금속올 분리한다. 표 6.6은 salt transport 공정에 

서 이용되는 주요 금속의 증기압을 요약.수록하였다. 

진공증류공정으로 고상 혹은 용융금속이 도입되며， 진공증류공정의 상단 

에는 웅축기를 설치하여 증발된 물질를 회수하고， 진공증류공정의 하단에는 

피복관 재질인 stainless steel sponge둥이 회수된다. 반응기는 철 채질의 도 

가나를 사용하고， 진공증류공정에서 다음과 같은 4종류의 금속이 배출된다. 

。 탈파복 폐기물 이외에 FP-3 acceptor 합금 

。 Zn-Mg-U-Pu-FP-3둥 이 포 함된 U - PU acceptor 합금 

。 Zn-Mg-U-Pu가 포함된 U acceptor 합금 

o Cu-Mg-U-FP-4가 포 함된 U donor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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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Vapor Pressure (mm Hg) of Selected Elernents at 600-1400 "C 

Element 6001: 7001: 8001: 9001: lαX)1: 11001: 12001: 13001: 14001: 

Zn 1.116 X 101 6.52X 101 2.65Xl~ 8.46X 102 2.25X 1cr 5.2X 103 
1.07X 10‘ 2.02X Ht 

Mg 7.13 x 100 3.75x 101 1.49x 102 4.75X 1~ 1.28x 1cr 3.01 x 1cr 6.37 x 1cr 

Ca 1.07 X 10-1 7.01 x 10‘ l 3.34X 100 
1.24 x 10‘ 3.82X 1ri 1.00x lOz 2.35x1~ 

Cu 6x 10-6 5x 10-4 3.5X 10-3 2 X 10-2 8x 10-2 

Cr 1.7x 10-6 2.8x lO-5 2.3X 10-4 2x 10-3 1 X 10-2 

pu 3.8X 10'9 8.74x 10-8 1.28x 10'6 1.28x 10-。 9.27X 10-0 5.24 X 10'4 2.41 X 10-3 

Fe 3 X 10-7 6X 10-6 7 x 10-0 6x 10-4 2.5)( 10-3 

Ni 1.3 X 10-7 2x 10-6 2.5X 10-5 2.4 X 10-4 1.5 X 10-3 

U 3.04 X 10-9 2.57x 10-8 3.24 X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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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1t Transport 공정절계38) 

그림 6.2의 salt transport공정 block díagram를 토대로 하여 설계기준올 

확립하였다. 특히 salt transport공정은 핵비확산성， 환경측면. 공정의 이용성 

을 고려하여 셜계기준올 셜정하였고， 표 6.7에 salt transport공정의 일반셜계 

기준올， 그리고 표 6.8에 각 단위공정의 특정 셜계기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변호 

1. 

표 6.7. salt transport공정 의 일 반 셜 계 기 준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리되어야 한다. 

일반설계기준 

핵비확산성 측면올 고려하여 반드시 공분 

2. ) 플루토늄의 회수율은 99%이상되어야 한다. 

3. 플루토늄은 재순환 핵연료주기에 적용가능한 농축도를 가져야 

한다.(10 - 20% Pu) 

4. 핵분열생성물은 핵비확산성을 고려하여 저제염되어야 한다. 

(1,200 rad at 3ft) 

5. 공정의 운전은 단순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6. 공정의 운전은 가능한 최소화되어야 한다. 

7. 모든 공정의 운전은 Hot cell내에서 원격조작되어야 한다. 

8. I 모든 핵분열생성물이 포함되어야 한다‘ 

9. I 공정폐기물 발생량은 가능한 최소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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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salt transport공정의 일반 설계기준(계속) 

번호! 일반설계기준 

10. I 모든 공정원료는 헬륨가스 분위기의 밀폐된 공간에서 취급되어 
야한다. 

11. I 비방사성물질동의 불순물의 오염을 가능한 피하여야 한다. 

12. I 원료물질의 재순환올 가능한 최대화하여야 한다. 

13. I 처리된 혼합산화물 핵연료는 핵연료제조사양올 만족하여야 한다. 

14. I salt transport공정에서 고체물질의 취급은 가능한 배제하여야 한 
다.(가능한 용융물질을 취급.) 

15. I 공정은 환경친화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 

16. I 공정은 5OOkg/day의 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17. I 공정은 l개의 subassembly<Core와 axial blanket 혹은 radia 
blanket)에 함유된 플루토늄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18. I 공정은 반드시 핵임계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19. I 공정의 부피는 최대 subassembly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0. I 공정은 가능한 에너지 소비가 적어야 한다. 

21. I 공정 발생폐기물은 긍극적으로 장기저장을 위해 회수가능한 적 
절한 형태로 고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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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salt transport공정의 일반 설계기준(계속) 

변호! 일반설계기준 

22. I 각 상의 액위와 경계면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23. I 장치성능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원격 유지.보수가 가능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4. I 기타 다른 장치가 설치될 수 없도록 장치를 배치한다. 

25. I vessel 액체상의 최대부피는 총부피의 75%를 넘지 않도록 한다. 

26. I 각 운전의 단계는 panel에 의해 적절한 순서로 진행되도록 
programing화 되 어 야 한다. 

27. I 정상운전은 불활성기체 (Ar. Xe. Kr)분위기의 상압조건하에서 수 
행되고 용융금속과 용융염은 vessel간에 이동시키기 위해서 적절 

한 압력과 잔공이 요구된다. 

28. I 공정장치 즉 교반기 vessel 및 이송관등의 재질은 내부식성을 
가져야 한다. 

29. I 핵비확산성 특성올 고려하여 운전구역에서의 장치교환 및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여야 한다. 

30. I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31. I vessel간 용융염과 용융금속을 이송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 
야 한다. 

32. I 상의 분리효율이 높아야 한다. (운전조건에 따라 상이) 

33. I 공급물， 생성물， 폐기물 및 공정에서의 흐름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1 ’ 
A 

F ”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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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sa1t transport공정의 일반 셜계기준(계속) 

번호| 일반셜계기준 

34. I utilities(steam, 전기， 연료퉁) 소요량이 정확하게 추정되어야 한 
다. 

35. I 시설윤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의 누출 혹은 주요 손상없이 다음 
과 같은 조건하에서 견덜 수 있어야 한다. 
-lO.O-ton TNT 폭발(직접) 
-1α)()-y flood 
-l00-y storrn storrn(tornado, hunicane) 
-최악의 화재 

36. I 100-y 혹은 richter 8.5지진에 대하여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의 
누출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7. I cast-in-place concrete는 30，OOOpsi에 대 하여 28-d 압축강도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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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 6.8. 특정 운전에 대한 설계기준 

셜계기준 

1. subassembly ac디ve sec디on하단의 hardware는 공정도입 에 앞 
서 제거되어야 한다. 

2. active section의 hardware와 피복관은 용해되고， 상단의 
hardware(용융금속과 접촉되지 않음)는 active section이 용 
해된 후， 제거된다. 

3. 피복관은 Zn 용융금속에 용해되고， 용융염은 Zn dust를 감소 
시키고， 탈피복공정중 발생되는 요오드를 포획한다. 

4. 용융Zn에 loading되 는 최 대 stainless steel 량의 비 율은 약 
20%이다. 

5. 최대 운전온도는 800't이다. 

탈피복| 
고 겨 16. 상.하단의 hardware는 탈피복공정에서 배출된 물질의 진공증 
。 'ö I 류 후， stainless steel과 함께 제거된다. 

7. 산화물로부터 Zn과 피복관의 상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8. 모든 핵분열생성물 즉 Xe, Kr, Tr은 cover gas에 포집되고， 
요오드는 용융염에 포집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9. 피복관의 초기 갈라짐은 반드시 용융Zn상에서 진행되도록 해 

야 한다. 

10. 탈피복공정중 가스의 방출로 인하여， 용융염둥의 휩현상올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11. Zn-cladding은 vessel에서 최대로 제거되어야 한다. (즉 금속 
잔류물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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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 6.8. 특정 운전에 대한 셜계기준(계속) 

셜계기준 

12. 산화물 핵연료의 환원에 앞서， Zn-cladd.ing 잔류물은 총무게 
의 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탈피복공정중 subassembly의 일부를 덮기 위하여 과잉의 Zn 
이 요구된다. 

14. 운전은 다옴과 같은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공정에 subassembly의 도입올 위하여， 이송용 통과 연관 

탈피복 | 작업올 수행하기 위한 overhead lock assembly 
공 정 - FP-1 가스의 포집 및 방출 

환 원 

- 아래와 같은 물질의 이송을 위한 vessel의 이송관 
• 용융Zn과 피복관， 용융염 
• 용융염과 용융Zn 
이송관은 운전조건하에서 용융Zn에 대한 내부식성을 가진 

재질을 사용해야 하고. 이송대상 물질의 고화를 방지하기 위 

하여 적절한 가열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 설정온도의 온도조건의 유지하기 위한 가열로가 제공되어 
야 한다. 

l 운전온도는 최대 850"( 이다. 

2. 환원반웅올 완전히 진행시키기 위하여 약 10，따%의 과잉의 

Ca을 가한다. 

공 정 I 3. cover염은 환원반웅올 위해 사용되고， 산화물 핵연료로 부터 
발생되는 요오드는 반드시 cover염에 포집되어야 한다. 

4. 용융금속으로부터 용융염의 상분리는 환원공정에서는 요구되 
지 않는다. 

-154-



표 6.8. 특정 운전에 대한 셜계기준(계속) 

셜계기준 구분 

교반둥 5. 용융염과 용융금속의 접촉면적을 최대화시키기 위하여 
의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위 

환 

6. 환원반웅의 초기에 vessel 하단의 고체물질를 분산시키기 
하여 교반의 속도를 증가시켜야 하고， 교반기의 임펠러는 

원반웅중에 vessel의 하단에 위치해야 한다. 

7. 환원공정 vessel에 Ca금속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 
야 한다. 

8. 운전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산화물의 최적 환원반옹올 위한 교반기의 효윷적인 혼합 

교반기는 FP 가스의 누출방지 및 환원공정의 vessel로 

부터 용융염과 용융금속의 압력에 의한 이송올 위하여 교반 

동안 적절히 밀폐되어야 하고 교반속도의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 이송관 

• 용융Ca금속의 공급을 위 한 vessel 상단의 이 송관(운전측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고체상의 Ca금속의 공급도 가 

능함) 

• 용융염과 용융금속의 공급올 위한 vessel 상단의 
• FP-l가스의 방출을 위 한 vessel 상단의 이 송관 
이송관의 재질은 용융염과 용융금속에 대한 내부식성을 

가져야 하고， 이송대상 물질의 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 

절한 가열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 운전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가열장치 

이송관 

원 
.A:I 
。

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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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 6.8. 톡정 운전에 대한 설계기준(계속) 

설계기준 

1. 환원염은 stage2에서 3로 이동될 때 I donor합금과 함께 이동 
된다.(플루토늄으로부터 FP-3원소의 분리) 

2. 운전온도는 약 800.C 이 다. 
3. 운전은 다옴과 같은 기능올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2개의 이송관 

FP-3 I 용융합금의 이동하기 위한 용융염상 하부의 이송관CFP-3 
donor I donor vesseI) 

storagel 환원공정 상분리기로 이송올 위하여， 용융염과 소량의 금 
속잔류물 제거를 위한 용융염상 하단의 이송관 

U-Pu 

donor 

이송관의 재질은 용융염과 용융금속에 대한 내부식성 
올 가져야 하고， 이송대상 물질의 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가열수단의 제공 

- 운전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가열장치 

l 운전온도는 850.C 이 다. 
2. 용융염과 용융금속의 접촉면적올 최대화하기 위하여 교반수단 

이 제공되고， 상분리를 위하여 일정시간동안 교반올 중지하고 

정치 시킨다. 

3. 운전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송관 

• U-Pu donor와 U - pu acceptor vessel로 부터 용융 염 만올 

이송하기 위한 용융염-용융금속 경계면 상단의 이송관 

• salt-donor heel storage vessel로 모든 용융염 과 금속잔류 

물올 이송올 위한 염-금속 경계면 하단의 이송관 

이송관의 재질은 용융염과 용융금속에 대한 내부식성 
을 가져야 하고， 이송물질의 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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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U-Pu 

donor 

U 

donor 

Decladd 
-mg 

phase 
separator 

표6.8. 특정 운전에 대한 설계기준(계속) 

설계기준 

한 가열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 운전옹도를 유지하기 위한 자열장치 
- 적절한 혼합을 위한 교반장치 

1. 운전용도는 850
0

C 이다. 

2. 용융염과 용융금속의 접촉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교반수 

단이 제공되고， 상분리를 위하여 일정시간동안 교반을 중지 

하고 정치시킨다. 

3. 운전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송관 

• U-Pu donor와 U-Pu acceptor vessel로 부터 용융염 만 

을 이송하기 위한 용융염-용융금속 경계면 상단의 이송 

관 

• salt-donor heel storage vessel로 모든 용융염과 금속잔 

류물을 이송을 위한 염-금속 경계면 하단의 이송관 

이송관의 재질은 용융염과 용융금속에 대한 내부식 

성을 가져야 하고， 이송물질의 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가열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 설정 운전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가열장치 
- 적절한 혼합올 위한 교반장치 

1. 운전온도는 8OO"C이다. 
2. 운전운 다음과 같은 기능올 제공하여야 한다. 

- 이송관 
• 진공증류공정의 vesseHD-la)로부터 Zn의 재순환올 위 
하여 vessel 상단의 이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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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Decladd 
-mg 

phase 
separator 

Reduction 

phase 
separator 

표 6.8. 특정 운전에 대한 설계기준(계속) 

설계기준 

• A-1의 잔류염의 체거롤 위하여 A-1a로부터 A-2a로의 
용융염 이송을 위한 용융염-용융금속 경계면 상단의 이 

송관 
• 새로운 염올 추가 공급올 위한 vessel A-1 상단의 이송관 
• D-1a으로 부터 용융금속을 제거하기 위한 vessel A-1 하 
단의 이송관 

• 탈피복공정으로부터 용융염과 용융금속올 이송하기 위한 
vessel A-1 하단의 이송관 
이송관의 재질은 용융염과 용융금속에 대한 내부식성 

을 가져야 하고， 이송물질의 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 

절한 가열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 A-1a는 보조 가열로 이다. 

- 셜정 운전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가열장치 

1. 운전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이송관 

• vessel A -1a로 부터 폐 염 의 추가공급올 위 한 vessel상단 
의 이송관 

• E-2a와 D-5a로 부터 Cu-Mg의 추가공급올 위 한 vessel 
상단의 이송관 

• 환원공정으로 새로운 용융염과 용융금속의 이송을 위한 
용융염-용융금속 경계면 하단의 이송관 

• 전기분해공정 E-1a로 새로운 염의 이송올 위한 용융염
용융금속 경계면 상단의 이송관 
이송관의 재질은 용융염과 용융금속에 대한 내부식 

성올 가져야 하고， 이송물질의 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가열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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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특정 운전에 대한 셜계기준(계속) 

구분 설계기준 

Reduction 

phase 
separator 

- A-la는 보조 가열로 이다. 

- 설정 운전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가열장치 

m 
r 

야
 
) 

빠
 職鋼
없
 

R 

s 

1. 운전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이송관 

• vessel A -1a로 부터 폐 염 의 추가공급을 위 한 vessel상 

단의 이송관 

• E-2a와 D-5a로 부터 Cu-Mg의 추가공급을 위 한 

vessel상단의 이 송관 

• 환원공정으로 새로운 용융염과 용융금속의 이송을 위 

한 용융염-용융금속 경계면 하단의 이송관 

• 전기분해공정 E-1a로 새로운 용융염의 이송을 위한 용 

융염-용융금속 경계면 상단의 이송관 

이송관의 재질은 용융염과 용융금속에 대한 내부식 
성을 가져야 하고， 이송대상 물질의 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가열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 A-2는 보조 가열로 이다. 
- 셜정 운전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가열장치 

1. 모든 배관과 장치(이송관， 교반기 축과 전극)는 vessel로부 
Electrolysis 

(E-la) 터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하고 vessel은 주변장치로부터 

절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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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특정 운전에 대한 설계기준(계속) 

셜계기준 구분 

2. cell로부터 Ca의 제거와 Ca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포획할 수 있는 3. CO와 C02의 연속제거와 FP가스를 완전히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5. 운전은 다음과 같은 기능올 제공하여야 한다. 
- 전해액의 순환올 위하여 적절한 교반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一 이송관 
• A-2a로 새로운 염의 
관 

• 전기분해 전에 vessel로부터 
위하여， 염 하단의 이송관 

• CO와 C02가스의 배 기 
이송관의 재질은 용융염과 용융금속에 대한 내부식 

성올 가져야 하고， 이송대상 물질의 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가열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 셜정 운전온도올 유지하기 위한 가열장치 

4. 전해액의 순환를 위하여 적절한 교반이 요구된다. 

Electrolysis 
(E-1a) 

이송 

제거하기 

이송을 위한 vessel 하단의 

을
 

닙
 
T 일

 
염의 

1. 운전온도는 800"C이다. 

2. 용융염과 용융금속의 접촉면적올 최대화하기 위하여 교반 
수단이 제공되고， 교반중 용융염과 용융금속은 평형상태에 
도달한다. 그리고 상분리를 위하여 일정시간동안 교반올 
중지하고 정치 시킨다. 

잉J
 
m 

굉
 

F 

’α
 어
 

3. 운전은 다음과 같은 기능올 제공하여야 한다. 
-이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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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FP-3 
donor 
(A -3a) 

FP-3 
acceptor 
(A -4a) 

표 6.8. 특정 운전에 대한 설계기준(계속) 

셜계기준 

• FP-3 acceptor로 용융염의 이송올 위한 용융염-용융끔 
속 경계면 상단의 이송관 

• FP-3 donor으로부터 FP-3 donor storage vessel로 용 
융금속의 이동을 위한 용융염-용융금속 경계면 하단의 

이송관 

이송관의 재질은 용융염과 용융금속에 대한 내부식 
성을 가져야 하고， 이송물질의 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가열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 
• FP-3 donor는 고정된 운전구역에 설치된 보조가열로 
이다. 

• 적절한 교반장치 제공 
• 설정 운전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가열장치 

l. 운전온도는 750.C 이다. 

2. 용융염과 용융금속의 접촉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교반 
수단이 제공되고， 교반중 용융염과 용융금속은 평형상태에 
도달한다. 그리고 상분리를 위하여 일정시간동안 교반을 

중지하고 정치 시킨다. 

3. 운전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송관 

• Mg의 보충을 위 한 vessel 상단의 이 송관 
• FP-3 donor vessel로 염의 이송을 위한 용융염-용융금 
속 경계면 상단의 이송관 

• 염 의 보충올 위 한 vessel상단의 이 송관 
• 진공중류공정으로 acceptor합금의 이송을 위한 용융염
용융금속 경계면 하단의 이송관 

이송관의 재질은 용융염과 용융금속에 대한 내부식성 

올 가져야 하고， 이송물질의 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가열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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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특정 운전에 대한 껄계기준(계속) 

구
 

셜계기준 

FP-3 
acceptor 
(A-4a) 

- FP-3 acceptor vessel은 고정된 운전구역에 셜치된 보 
조 가열로이다. 

- 적절한 교반장치 제공 
- 셜정 운전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가열장치 

U-Pu 
acceptor 
(A-5a) 

1. 운전옹도는 700.C 이다. 

2. 용융염과 용융금속의 접촉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교반 

수단이 제공되고， 교반중 용융염과 용융금속은 평형상태에 

도달한다. 그리고 상분리를 위하여 일정시간동안 교반을 

중지하고 정치 시킨다. 

3. 운전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송관 

• Mg의 보충올 위 한 vessel 상단의 이 송관 

• FP-3 donor vessel으로 염의 이송을 위한 용융염-용융 

금속 경계면 상단의 이송관 

• 염 의 보충을 위 한 vessel상단의 이 송관 

• 진공중류공정으로 acceptor합금의 이송을 위한 용융염

용융금속 경계면 하단의 이송관 

이송관의 재질은 용융염과 용융금속에 대한 내부식성 

올 가져야 하고， 이송물질의 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가열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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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ngineering 분석 

가. 폐기물판리 연구 

salt transport공정은 특히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폐기물중 염 

및 금속을 회수. 분리하는 재 순환공정은 매우 중요하다. 회수된 이송 용융 

염은 무한정 사용 가능하다. 이들 폐염은 핵분열생성물과 CaO 제거를 위하 

여 전기분해공정 혹은 염화공정동에 도입된다. 염과 금속의 회수는 진공중류 

공정올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랍직하며， 이들 물질의 정제는 보조 가열로 및 

장치를 이용하여 sa1t transport 공정의 운전과 병행하여 동시에 진행된다. 

재순환되지 않는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측면에서 이들 폐기물의 최종처분올 

위해서 전처리 및 고정화 개념올 도입한다. 상기에서 기술된 예비 재순환 및 

폐기물관리 개념올 표 6.9에 요약 및 수록하였다. 

CaO의 환원반용 실험은 표 6.10에 요약.수록된 바와 같이 일련의 조건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였고， CaO의 직접 전기분해에 의한 Ca의 회수공정은 

ANL연구소에서， 그리고 CaO의 환원에 의한 방법은 Rocky Flat연구소에서 

주로 수행하였다. 

CaO의 염화반웅에 의하여 생성된 CaClz는 전기분해에 의해 Ca와 Clz로 

분해한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실제 산업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염화제로는 UC14를 사용하여 염화반용을 진행하며 이의 반웅은 다음과 

같다. 

2CaO + UCI
4 • U0 2 + 2CaCI 2 .••.••••••.•••••••.••••••...•.•••••.••.••• ‘ .......................... ‘ (6.1잉 

상기 반웅식의 반옹열은 730.C 에서 -66.6 kcaVmol 이다. CaCh와 U02는 

밀도차를 이용하여 분리가 가능하다. 상기 반웅은 salt transport공정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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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화학물질 도입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채순환염에 UCk의 동반 

수반이 다른 공정에 전혀 영향올 미치지 않는다. 그외 다른 염화제로서 고려 

되고 있는 것은 CC14이며 이의 염화반옹은 다옴과 같다. 

2CaO + CC1 4 • CO2 + 2CaC1 2 ••••••••••••••••••••••••••••••••••••••••••••••••••••••••••••••••••••• (6.16) 

상기 반용식의 반웅열은 730"C에서 -112.0 kcaVmol 이다. 상기 반옹은 반 

용종료 후 염화제의 잔류물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생성된 CaClz는 

환원염과 혼합되며 이의 량은 CaCh의 8Owt%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Ca금속 

올 회수하기 위하여 전기분해공정으로 도입된다. 회수된 환원염의 일부는 

FP-2원소의 축적올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되고， 회수염중 일부 손실된 염은 

다음과 같은 반용에 의 하여 보충가능하다. 

2CaO + CaC 2 • 3Ca + 2CO .......................................................................... (6.1끼 

4CaO + CaC 2 • 5Ca + 2Cα ........................................................................ (6.18) 

6.17과 6.18 반용식의 반용열은 730.C 에서 각각 104.4, 53.4 kcaVmol 이다. 

CaO의 환원반웅에 도입된 탄소는 환원제로서 사용되며 또한 염화반웅과 전 

기분해공정에서의 반응조건을 완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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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ecycle 
management 

표 6.9. 예비 재순환 및 폐기물관리 개념 

주요내용 

1. Recycle stream 

가. 탈피복 및 환원공정 cover염 

나. 진공증류공정D-l의 cladding/FP-3 acceptor으로부터 

Zn-Mg중류물 

다. 진공증류공정D-3의 u -pu acceptor로 부터 Zn-Mg증 
E즈 1:1 
iI를r 

라. 진공중류공정D-4의 U acceptor로 부터 Zn-Mg중류 

을를 

마. 진공증류공정D-5의 donor alloy로 부터 Mg중류물 

바. 진공증류공정D-5의 donor alloy로 부터 Cu & FP-4 
의 잔류물 

사. Crucible의 cover가스 

아. 이송 용융염 

- u -pu transport 염 

- U transport 염 

자. 생성물 

- D-3로부터 FP-3 핵분열생성물이 포함된 U-Pu 
:그.~느 
D~ 

- D-4로부터 U 금속 

2. Recycle streams의 조건 

가.조성 

냐. 방사능 준위 

다. 가열속도 및 정상상태의 온도 

라. 가스 생성속도 

마. 반감기의 영향 

바. 붕괴계열의 말단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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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ecycle 

표 6.9. 예비 채순환 및 폐기물관리 개념(계속) 

3. 정련 및 분리방법 
가.화학교환반용 

나.전기분해 

다. zone refining 

라. salt transport 
마.전해정련 

주요내용 

바. 가스 분리 및 기타 

management I 4 재순환된 물질의 형 태 
가. 취급장치 

Waste 

management 

나. 물리적 상변화 

5. 계량 및 재순환물질의 품질 

가. 분석기술 

나. 계량관리 방법 

다. 재순환물질의 품질규정 

1. 폐기물의 발생원 

가. 진공중류공정D-l의 cladding/FP-3 acceptor로 부터 

ss 및 FP-3의 잔류물 
나. 진공중류공정D-5의 donor 합금으로부터 Cu , Mg 및 

FP-4의 잔류물 

다. 정련 및 정제공정에서 발생된 잔류물 

라. 정련 및 정제공정에서 일부 분리된 폐기물 

마. 도가니의 cover 가스 

바. 공정장치의 용축물 

-166 -



구분 

Waste 
management 

표 6.9. 예비 재순환 및 폐기물관리 개념(계속) 

주요내용 

2. Recycle waste streams의 조건 
가.조성 

나. 방사능 준위 

다. 가열속도 및 정상상태의 온도 

라. 가스 생성속도 

마. 반감기의 영향 

바. 붕괴계열의 말단효과 

3. 잠재적 이용성 

가.방사선원 

나.열원 

다.동위원소 

라. 기타 

마. 형태 및 포장 

4. 폐기물 처분 

가. 폐기물 분류 및 허용기준 

- WIPP 

- 기타 폐기물 시설 

나. 허용 가능한 물리적 형태 

- 포장 방법 

다. 허용 불가능한 물리적 형태 

- 수정 기술 

- 포장 방법 

5. 계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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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예비 재순환 및 폐기물관리 개념(계속) 

구분 주요내용 

가. 분석 기술 

- U, PU 및 FP 함량 의 검증 
- 물리적 특성의 검중 

Waste 나. 형태 

management - 실시간 

- 공급물 대 생성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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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Ca회수 실험조건 및 실험방법 

구분| 실험내용 

1. I 합성된 환원염의 조건하에서 CaO의 환원특성 
- 가열로 운전조건 

- CaO의 상변화 

• 750 - 9OO "C 의 옹도범위 

• multiphase 계에 도달 때까지 산화물의 loading이 증가 

2. I CaO의 염화반웅 

- UCl4를 이 용 2CaO + UCI 4 • U0 2 + 2CaCI 2 

• UC14의 제조 U + 2ZnC12 • 2Zn + UCI 4 

- 반웅속도 

- 최적 실험조건 

• 2CaO + UCI 4 • U02 + 2CaC1 2의 반응 

- 반웅속도 

- 최적 실험조건 

- 부반웅의 억제 

- CC14를 이용 2CaO + CCI 4 • U02 + 2CaC12 

반웅속도 

최적 실험조건 

3. I 직 접 CaC2와 CaO의 환원 반웅 2CaO + CaC2 • Ca + 2CO 

4CaO + CaC2 • 4Ca + 2C02 

- 요구 반웅조건 및 반웅속도 

- 최적 반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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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Ca 회수 실험조건 및 실험방법(계속) 

구 분| 실 험 내 용 

4. I CaO의 환원 및 염화반웅를 이용 
aCaO + bCCI 4 + dCaC 2 • xCa + yCaCI 2 + zC0 2 

- 요구 반웅조건 

- 반웅속도 

- 최적 반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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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방법 

PDPM program에서는 FBR핵연료중 잔류 FP원소의 합량올 정확히 분석 

할 수 있는 기술올 확립하고자， 실험적으로 이들 분석기술올 단계별로 검증 

하였다. 1 단계는 용융염과 용융금속에 의한 salt transport공정에서 안정한 

FP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이들 원소의 분석기술의 실험적 검증올 수행하였 

다. 2 단계에서는 1 단계에서 약간 진전한 동위원소 tracer를 이용한 검증실 

험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3 단계는 hot cell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를 실증하였고， 각 단계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FP원소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각 분석방법에 의한 최저 분 

석 한계치를 설정하였다. 

- FP-2 : Cs, Ba, Te 

- FP-3 : Y, Nd, Ce 

- FP-4 : Mo, Cd, In, Sn 

상기의 원소는 1 단계에서 주로 고려된 원소이고， 매우 정확한 분석기술 

로 인정되는 atomic adsorption를 이용하여 분석한계치와 5%이내의 정확도 

를 갖기 위해서 요구되는 각 원소의 최저농도를 표 6.11에 요약.수록하였다. 

2단계에서 사용을 위하여 제안된 동위원소 tracer는 표 6.12에 요약.수록 

하였다. 이들 동위원소는 norunatching gamrna ray ernissions, 반감기 빛 이 

용성퉁올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각 실험 당 사용된 량은 약 1 X 1O-9g이고， 

그리고 보건， 안전 및 환경부에서 이들 물질의 사용에 대한 예비숭인올 획득 

하였다. 3 단계에서는 주로 hot cell 시셜를 이용한 분석기술의 실중올 수행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얻은 데이터는 사용후핵연료의 pilot plant 재처리의 

실중연구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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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Atomic Absorption Guidelines (Al} concentrations given in 

weight percent) 

Concentηtration Concentration 
Group Element needed for 1 % needed for 5% 

Absorption accuracy 

Cs 2 x 10-" 1 X 10-1 

Rba 1 X 10-3 5 X 10-2 

Ba 4 X 10-3 2 X 10-1 

FP-2 Sr 1 X 10-3 3 X 10-2 

5mb 1 X 10-1 

Se 5 X 10-3 2 X 10-1 

Te 5 X 10-2 2 X 10-1 

Eub 2 X 10-1 

Y 2 x lO-z 1 x lOu 

Lab 3 x 100 

FP-3 Prb 3 x 100 

Ndb 4 X 10-1 

Gdb 3 X 10-1 

Tbb 2 x 100 

Zr 1 X 10-1 4 x lOu 

Nb 4 X 10-1 1 X 10-1 

Mo 5 X 10-3 4 X 10-1 

Tc" 3 X 10-2 3 X 10-1 

Ru" 5 X 10-3 4 X 10-1 

FP-4 Rha 3 X 10-3 2 X 10-1 

Pd 3 X 10-4 1 X 10-1 

Ag 6 X 10-4 4 X 10-2 

Cd 3 X 10-4 2 X 10-2 

In 7 X 10-3 3 X 10-1 

Sn 4 X 10-2 2 x 100 

Sb 5 X 10-3 2 X 10-1 

" Lamps would need to be purchased. A technetium larnp may be difficult to 

obtain. Rubidiurn may require an electodeless discharge lamp. Lamps cost 

about $ 200 each. 

b Flame ernission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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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2. Proposed Isotopic Tracers 

Group Isotope Half-Life Comments 

U1eo 20.2 y already on plant site 

FP-2 l월"Ba 28h make from b없ium-l34 target8 

l~e 119.7 h make from tellurium-122 target"' 

~Hy 58.6 d buy from ORNL 

FP-3 147Nd 11.0 d make from neodymium-146 target8 

141Ce 32.5 d make from natural cerium targeta 

앵Mo 66.0 d buy from radiopharmaceutical 

company or m려<e from molybde미um-98 

115mCd 44.6 d make from cadmium-114 targeta 

FP-4 
114In 49.5 d make from indium-1l3 targ화a 

1I3Sn 115.0 d m와{e from 디n- 1l2 target,a 

decays to usable indiurn-1l3m 

isotope tracer 

a Possible could be done at the Federal Center in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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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alt transport공정의 모탤링 

고온화학적 salt transport공정의 모렐링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전되었 

고， 이들 모텔은 다옴과 같다. 

o salt transport공정 모텔은 탈피복공정， 환원공정， FP-3제거공정， U-Pu 

co-transport공정 및 U transport공정에서 우라늄， 플루토늄， FP-l ,2, 

3，4왼소의 거동이 예견가능하다. 

o salt transpαt공정 모텔은 공정변수의 변화에 따른 결과의 예측이 가 

능하다(예를 들면 순환횟수에 따른 FP-3원소 제거공정에서 처리된 합 

금분율 둥). 

。 salt transport공정 모텔은 금속합금으로부터 FP-3원소 제거를 위한 

고온 환원-산화공정의 결과예측이 가능하다. 

。 salt transport공정 모텔은 공정의 반웅기 최저부피 요걷둥올 정확히 

추정하기 위한 상부피의 계산이 가능하다. 

o salt transport공정 모텔은 공정변수의 변화에 따라 고순도 핵물질의 

분리 효율 예측이 가능하다. 

o salt transport공정 모텔은 ORNL Pyro-Civex공정의 분석에 요구되는 

데이터의 생산이 가능하다. 

o salt transport공정의 모텔은 공정의 변수에 따른 결과의 예측이 가능 

하다(평형조건하에서 transport의 함수인 분배계수의 변화). 

o salt transport공정 모텔은 공정에 도입되는 플루토늄의 함수로서 

U-Pu 분리단계에서 회수된 플루토늄 및 U-Pu 농축비를 이론적으로 

추정 가능하다. 

현 program의 종합적인 특징은 이전에 단순화된 가정에 의하여 무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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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변수의 분석에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program의 기타 수정보완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model의 수정보완은 공정의 분석 가농한 범위률 크게 향상 

시킬 수 있고， 다음과 같온 부분올 수정.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수행할 

혜정이다. 

。 computer의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는 fortran이용 모텔 

개발 

。 모텔은 재순환공정의 계산을 위하여 재순환 stream과 모든 공정의 

vessel 및 잔류물에 까지 적 용확대 

。 합금， 염의 조성 및 온도에 함수로서 이들 분배계수의 관계를 얻기 위 

하여 모든 분배계수 데이터에 대하여 regression올 수행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공정변수 영향의 예측 

라. 3성분계의 phase diagram 

현재 Cu-U, U-Mg 및 Cu-Mg 용융합금의 2성분계 phase diagram은 확 

립되었으나， 이들 데이터를 이용한 Cu-U-Mg 3성분계 phase diagram의 추 

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Cu-U-Mg합금을 제조하여， 합금의 조성을 atornic adsorption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검증할 예정이다. 초기에 합금은 5%의 조성변화를 

증가시키는 조건하에서 제조되었다. 이와 같은 초기연구 완료 후， 합금의 상 

반웅에 대한 정확한 고찰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연구는 3성분계의 함량올 

분석 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고， 특히 Mg 약 50%, U 약 5%에 서 Cu-rich 

region에 대해 중접적으로 연구하였다. 온도범위 많)()-900 "C 조건하에서 용 

융조건에서 평형상태로 존재하는 고체상의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고체상의 

-175 -



rnicroscope와 X-ray분석 혹은 추출된 용융상의 화학적 분석에 의해서 가능 

하다. 그리고 제조된 합금에 대하여 DTA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운 아르 

곤가스 분위기의 glove box에서 수행되었고， DTA분석과 냉각곡선의 데이터 

는 liquidus와 solidus profile의 도식화에 이용하였다. 동시에 liquidus에서 용 

융상과 평형상태에 있는 고체상의 특성분석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지금까지 연구결과， 고온화학분리공정의 재료， 장치 및 실험에 요구되는 

모든 것을 구비하였다. 특히 감손우라늄은 ANL연구소에서 제조， 그외 고순 

도 Cu와 Mg는 상용화된 것을 이용하였다. 보호관이 tantalum인 CA 

thennocouple윤 주문 제작하였고， 공정변수 기록을 위한 기록계와 1 in.(h) x 

3/4in. (id)의 고순도 A1z03 도가니는 상품화된 것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개폐 

형의 가열로는 DTA 분석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옹도를 설정할 수 있도 

록 설계 및 제작하였다. 

그리고 protective-atmosphere box가 본 실험을 위하여 제작되었고， 가스 

의 정제 즉， 산소의 함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가스 정제공정을 설치하였다. 

가열로의 제어와 기록장치둥은 prote다ive-atmosphere box내에 설치되었다. 

합금은 Alz03의 도가니내에 설정량의 순수 금속을 가하고， 용융에 의해서 

제조되고， 각 합금조성의 분석과 Ab03의 도가니에서 합금의 환원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화학분석올 수행하였다. 

마. Zn/ cladding 분리 공정 

Zn/cladding 혼합물의 고옹 진공증류에 의한 고순도 Zn올 회수하여 재순 

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Zn의 회수방법은 특히 전해정련방법이 고려되고 

있는데， 이는 공정폐기물의 발생이 많은 습식처리공정에 비해 많은 장점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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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온도의 함수로서 금속의 중기압을 추정하는 프로그랩이 개발되 

었고， 이를 통하여 각 원소의 중기압을 추정하였다. 이 프로그랩은 기발표된 

3개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Atoine식에 이들 데이터를 적용하여 금속의 중 

기압을 추정하였다. 

B log Vapor pressure =: A - ,... '"": rr ....................................................... …(6.19) C + T .... . 

여 기 서 T는 Kelvins 온도 

vapor pressure는 mmHg 

A, B, C는 상수 

Zn과 Fe에 대한 Atoine식의 상수 값은 다음과 같다. 

원 -까A‘- A B C 

Zn 7.651451 2563.722 -76.32259 

Fe 9.61418 19880.38 -32.92745 

Zn-Fe phase cliagram은 782 0

C 와 그 이상의 온도조건하에서 주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이 온도범위에서는 여러 Zn-Fe농도하에서 3개의 서로 다른 

상이 존재한다. Zn의 낮은 농도에서 액상과 고용체만이 존재한다. 더욱 낮 

은 Zn의 농도에서는 고용체만이 존재하고 이들 3개 상간의 경계면의 위치는 

용융금속의 온도에 크게 좌우된다. 높은 온도조건에서 고용체는 Zn의 함량이 

매우 낮다. 용융상(다만 고용체만이 존재하는 점)으로부터 증류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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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의 량은 Zn의 초기농도와 중류온도에 큰 영향을 받고， 2 상이 존재하는 

구역으로부터 Zn의 회수는 옹도가 중가함에 따라 중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Zn-Fe phase diagr없n에서 intenneta1lic 화합물이 반웅옹도로 고려되고 

있는 zone에서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700 - 900
0

C 에서 Zn-Fe의 열 

역학에 관련된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Zn-Fe 용융금속의 결합과 중 

기압에 대한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상대적 휘발도를 가진 각 금속원소의 여러 변수의 변화에 기인하여 회분 

식 증류공정의 계산은 Zn-Fe 2성분계의 graphical solution이 매우 유용하고， 

이와 같은 solution은 computer를 이용하여 Zn과 SS316 cladding계의 5성분 

계 에 까지 확장가능하다. 

용융금속 표면으로부터 Zn 중발속도와 Zn-Fe잔류물로 부터 Zn의 확산속 

도가 결정되어야만 하고 최적운전조건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기압과 상평 

형 데이타률 이용하여 상호관계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순환횟수와 

재순환 Zn의 총팔 회수융은 Zn의 중발과 확산속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 

다. Zn-Fe의 잔류물은 처분용 용기에 증착되고 중발을 위한 잔류물의 표면 

에서 Zn의 확산은 매우 느릴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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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고옹 야금분리공정 

1. 개 요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연료 원료물질과 핵분열성 물질의 회수목적으로 

고온야금분리공정이 개발되었다. 회수된 핵연료물질은 재순환하여 우라늄 이 

용율 향상과 고준위폐기물의 처분량 감소로 인하여 핵연료주기의 경제성을 

향상시킨다. 고온야금분리공정은 고온에서 금속상의 핵연료물질을 분리하는 

공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고방사성 분위기에서 매우 안정하고， 단기 냉각된 핵연료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하다. 

。 고온야금분리공정은 비교적 단순하고， 운전조작이 용이하다. 

。 고온야금분리공정은 compact하고， 장치의 크기가 비교적 작다. 

。 공정발생폐기물은 고체폐기물형태로 발생하여 처분 전처리조작이 비 

교적 용이하다. 

특히 고온야금분리공정은 핵분열생성물을 완전 분리가 불가능하고， 핵연 

료물질의 방사능으로 인해 반드시 원격조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회의 재순 

환된 핵연료는 핵분열성 물질 혹은 핵연료 원료물질(U-237 둥)의 동위원소 

가 누적되지 않도록해야 한다. 고온야금공정의 개발 초기에는 공정에 적용가 

능한 내부식성 및 고온조작의 특성을 가진 재질의 선정에 문제점이 있었으 

나， 최근 고온용 금속과 세라믹 풍의 개발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은 근본적으 

로 해결되었다. 고온야금공정은 EBR- Il의 금속핵연료를 대상으로 처음 적용 

하였다. EBR- Il 원자로는 노섬핵연료로서 플루토늄을 이용하고 있지만， 농 

축우라늄합금도 초기 노심핵연료로서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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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야금분리공정이 개발되었지 핵연료주기에 적용 가능한 여러 EBR-II 

있 다. mel t refining 공 정 은 받고 이 중 melt refining공정 이 가장 주목을 만
 

적용가능하 분리에 노심핵연료의 농축우라늄 바와 같이 보는 7.1에서 그립 

다. 핵연료 pin의 직경은 0.1싫m로서 stainless steel 피복관과 핵연료사이에 

고
 
。열전달을 극대화하였다. mel t refining sodium올 bond물질로서 사용하여 

절단되고， 크기로 약 2in 그리고 탈피복， 기계적으로 핵연료 pin은 정에서 

온 

핵연료를 ingot로 

붓는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핵분열생성물의 선택적 산화(zirconia 도 

위해서 

1400.C 의 

만들기 

도입된다. 도입된 핵연료는 용융된 상태에서 

용융된 유지된다. 3시간동안 

ZlI'coma 도가니에 

약 도에서 

mold에 

가니에 의해 산화되고 금속불순물 생성)와 휘발에 의해 핵분열생성물의 2/3 

의해 가 제거된다. 그러나 NM원소 즉 Zr, Nb, Mo, Ru둥은 melt refining에 

제거되지 않는다. 재순환되는 핵연료는 U-NM원소의 합금이며， 이는 fissium 

합금이라고 한다. 핵연료의 조성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inactive NM왼소을 

합금을 만든다. 이와 같은 NM원소는 우라늄 초기 핵연료의 일부 부가하여 

조사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의 

고온화학분리공정의 ANL연구소는 고속로 

수년간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들 공정의 

위한 건식재처리를 핵연료의 

타당 engineering의 위하여 개발을 

발생되는 EBR-II 에서 실증하고， 소요벼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ANL의 λd ..2.. 
。~

회 노심핵연료를 대상으로 공정특성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초기 핵연료를 

적용가능 핵연료에 조성의 수하기 위 해 적 용된 melting-refining공정 은 상기 

선택적으 핵분열생성물은 halide-slagging CRE원 소와 양 이 온의 특히 하였고， 

용융염으로 추출됩)공정은 다음과 같은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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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New I U-Fs 
Fuel I Al loy 
Pin 

EBR-II 

B’anket 
(Natuaral U) 

U -1w/o Pu I ~ U Product 
~ I Blanket Process ~ Pu Product 

Blanket Rods ,-1 _____ ...J ’ 

Fuel I Enr. U 
Pins I FP U Product 

Product 190-95% U 
Ingot 190-95% NM 

........ FP 

Fig. 7.1. Sirnplified Fuel Cycle for the First Core Laoding of EBR-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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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물의 높은 수윷(>98%) 。

。 낮은 운전온도(1150
0

C) 

짧은 처리시간(<1시간) O 

원소 이들 요약.수록된 알카리금속은 표 7.1에 RE원소， 알카리토금속 및 

표준생성자유에너지를 고려할 때， 선택적으로 제거 가능함을 나 염화물의 의 

있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염화물은 RE원소와 알카리토금속 염화물 타내고 

안정 

요약.수록된 바와 같이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부터 양이온 핵 

불화물보다는 불안정하나， 않다(알카리금속염화물보다 안정하지 보다 

함). 

표 7.1에서 

그러 있다. 가능함을 나타내고 염화물과 불화물계에서 느
 
」

펴
 녁 

분
 

분열생성물의 

대하여 있는 alurnina, beryllia에 고려되고 재질로 반웅기의 불화물계는 나 

melt refining공 정 에 서 는 점을 .고려하여 이런 강하다. 부식성이 염화물보다 

공정에 본 공정특성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일련의 염화물계만을 고려하여 

존재조건하에서 안정하고， 사용되는 용융염화물은 우라늄과 플루토늄 끔속의 

기준조 만족해야 한다. 이들 온도에서 휘발되지 않는 조건을 이상의 13oo.C 

염 화물 즉 BaCh, CaCh와 같 알카리토금속 만족하기 위해서는 소량의 건을 

첨가하여야 한다. 은 물질를 

위해 핵분열생성물을 산화시키기 일정량의 산화제가 RE원소와 양이온의 

않 염화물보다 안정하지 첨가되어야 한다. MgC12는 RE원소 slag담체에 서 

고， 1100 - 1300 "C 온도에서 낮은 휘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MgC12는 RE원소(Cerium) ， 플루토늄 및 우라늄 

과 다음과 같은 산화반웅을 진 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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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Standard Free Energies of Fonnation at 1200 't 

MCln 
_ L1 Gf 0 

MCln - L1 Gf , 
(kcaVgm-atom of CJ) (kcaVgm-at∞m Fl 

CdC12 -21 UF3 -86 

ZnClz -32 UF4 -86 

UCI4 -43 KF -92 

UCb -47 NaF -95 

MgCh -50 PUF3 -97 

PuCb -54 CeF3 -111 

CeCb -58 MgF2 -}OO 

CaClz -72 BaF2 -115 

BaClz -76 CaF2 -116 

NaCI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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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gC1 2 + 2Ce 융 2CeC13 +3Mg • .................................................................. (7.1) 

3MgC1 2 + 2Pu 융 2PuCJ 3 +3Mg • .................................................................. η.찌 

3MgCJ 2 + 2U 융 2UCJ 3 +3Mg • ..................................................................... η.퍼 

Mg금속는 중발에 의하여 분리가능하기 때문에， 상기의 반웅은 정방향으 

로 완전히 진행되고， Ce, PU와 U 원소의 분배는 다음과 같은 반웅에 의해 

결정된다. 

Ce + PuC1 3 읍 pu +CeCI 3 ...............................••................................................ η.따 

Ce + UC1 3 융 U + CeCI3 ....................•...........•...•.•.••.....•.................................... (7.5) 

PU + UCl 3 융 U + PuCI 3 ..•........................................................................... ….(7.6) 

본 절에서는 다음의 변수를 대상으로 melt refining공정의 특성평가 결 

과를 기술하고， 고속로 핵연료주기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산화제 량의 함수로서 halide slag에 서 RE와 PU의 상대 적 추출 량의 

측정 

。 slag와 금속상의 분리 특성 

。 beryllia 도가니의 성능 

2. 예비 실험 

가. 산화물 slags 

산화물 slags를 이용한 mel t refining공정은 낮은 융점을 가지는 안정한 

산화물과 용융산화물과 용융우라늄에 대하여 내부식성을 가진 재질이 없다 

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회 예비실험 

-184 -



후， 이에 관련 기술개발은 중단되었다. 

그후， 프랑스의 Petit 둥은 BeO, BaO 및 srO둥으로 구성 된 비교적 낮은 

용점 (1100 -1400"C)을 가지는 화합물올 개발하였고， BeO와 Al203 도가니는 

용융산화물-우라늄계의 반옹기 재질로서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ANL연구소에 서 도 U-fissium합금올 이용한 연구에서， 양이온(Ce 

둥)의 고순도 분리공정을 확립하였으나. BeO와 Al2Û3 도가니의 부식 문제점 

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 가능성올 확신할 수 없었다. 

나. Halide slagging 

용융우라늄 합금으로부터 핵분열생성물 추출올 위 한 halide slag 공정캐 

발은 60년대 미국의 ANL연구소를 중섬으로 하여 활발히 진행되었다. ANL 

연구소는 halide slag 공정에 대하여 MgCh, UCb, UC14. UF3와 UF4등의 산 

화제를 사용하여， 중성자조사 우라늄에 소량의 플루토늄올 가하여 일련의 실 

험올 수행하였다. 원소의 분리특성은 열역학적 이론과 일치하였고， 즉 알카 

리와 알카리토금속류의 핵분열생성물은 플루토늄보다 쉽게 추출가능함올 실 

증하였다. 그리고 NM원소는 우라늄상에 잔류하고， 90%이상 플루토늄추출이 

가능함올 나타내었다. 

상기 실험에서 용제로서는 알카리와 알카리토금속 염화물과 불화물을 사 

용하였다. 열역학적 고찰결과， UCb보다는 UF3가 플루토늄의 추출에 효율적 

임올 나타내어 초기실험에서 불화물 융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실험 

에서는 염화물의 염이 불화물보다 부식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염화 

물의 염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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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염화물 융제를 이용한 우라늄핵연료로부터 RE원소의 추출 

ANL연구소는 염화물 융제(일부 불화물융제 함유)를 이용하여 우라늄 

-5%fissium 핵연료로부터 RE원소(Ce 풍)의 선태적 분리를 위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우라늄 및 염화물 융제에 대하여 내부식성이 있는 beryllia 재질의 

도가니를 사용하였다. 

서로 다른 염화물 용제 즉 13m/o MgF2를 함유하는 CaCh와 2m/o UF4를 

함유하는 CaCh를 사용하여 5회의 실험올 수행하였다. 용융온도 1100와 130 

O.C 의 조건하에， 100g의 U-fissium 합금에 0.5와 0.8 w/o의 Ce를 함유하고 

있는 모의 핵연료를 사용하여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들의 실험결과를 

표 7.2에 요약.수록하였다. UC14의 산화제를 사용할 경우， Ce은 약 94% 제거 

되었고， MgF2의 산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약 99% 이상 제거됨을 나타내었 

다 

1100"C의 첫번째 실험에서는 Ce 제거율이 90%로서 낮았기 때문에， 2차 

실험이후 부터는 실험온도를 1300"C로 중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의 결 

과 Ce의 제거율은 95.7 - 97.6%를 나타내었다. 융제는 금속의 냉각에 의해 

분리하였고， 잔류 융제는 중발에 의해 분리하였다. 용제내에서의 우라늄 손 

실은 약 0.03% 혹은 1100.C 의 용융온도에서는 그이하의 손실율를 나타내었 

다. 상기 실험에서 beryllia도가니를 3회 사용한 결과， 큰 문제점을 나타내지 

않았다. 

2) Pu-rich 핵 연료로부터 RE원소의 추출 

Leary동은 Los Alamos LAMPRE 원자로의 Pu-rich 핵연료로부터 RE원 

소의 추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의 핵연료는 92.5w/o Pu, 2.5w/o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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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Melt Refining of Uranium Fuel under Chloride Fluxes 

Flux 
Liquation Yield(%) 

Ulρss in Flux 
Temp( "C) 

Ce Removal(%) 
(% of U in charge) 

。 CaC12+2m/o UC14 1100 89.6 94.3 0 

。 CaCh+13rrν'oMgF2 1100 97.4 99 0.03 

。 CaCh+13rrν'oMgF2 1200 97.6 99.3 <0.003 

。 CaCI2+2m/o UCI4 1200 96.7 93.9 0.85 

。 CaCh+13πν。MgF2 1300 95.7 -100 1.35 

- 700g U-5w/o fissiumW.5-0 .8w/o Ce) 

- flux : 200g 

- beryllia cruc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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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0%의 pu연소후 생성된 5w/，。 핵분열물질로 구성된 합금이다. 

첫 번째 실험에서 100g의 합금에 대해서 RE원소의 산화에 요구되는 량 

보다 과잉 량의 10% MgCh를 가하여 일련의 실험올 수행하였다. Ce 및 La에 

대해서 각각 99%와 97% 이상이 용융염계로 이송되었고， 그러나 PU는 약 

1% 미만이 용융염계로 이송됨올 알 수 있었다. 

3. 실험 방법 및 명가 

가. 실험방법 

본 실험은 글로브박스내의 유도 가열로를 사용하였다. 가열로내의 a 함유 

물질의 취급 용이성올 고려하여 글로브박스내에 roll형태의 이동식 가열로 

개폐장치에 mold가 설치된다. 그리고 가열로는 가열로내의 압력을 2 X 10-4 

mmHg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진공계통에 연결된다. 

halide slagging공정은 EBR-]] 의 노심핵연료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 

였고， 이 핵연료의 정확한 조성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나， 80w/o U-10w/。

Pu- lOw/o fissium으로 구성된 합금을 대상으로 일련의 실험올 수행하였다. 

이 조성의 핵연료는 약 910 - 920.C에서 용융된다 

우라늄 핵연료올 대상으로 한 예비실험에서 용제 조성의 최적조건을 확 

립하기 위한 실험은 수행하지 않았으나， 실험결과， CaClz-l'vIgF2염은 화학적 

측면에서 매우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우라늄으로부터 용융염의 분리용 

이성올 고려하면 가능한 융제의 휘발온도가 낮아야 한다. 서로 다른 염을 이 

용한 실험결과， BaC12-CaCI2염이 본 공정에 매우 적합함이 판명되었다. 

phase cliagram올 통해서 볼때 ， 70m!。의 BaC12-CaCh 혼합물은 약 8O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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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융점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며agram올 실험적으로 검중하였다. 

80-10-10 우라늄-플루토늄-fissium 합금의 용융점은 910 - 920.C 이기 때문 

에， 70 rn/o BaCh-CaCh 융제는 약 860't의 온도에서 고화된 금속으로부터 

용융된 융제를 분리가능하다. 

융제와 산화제를 고순도 beryllia도가니에 도입하고， 융제의 alundum 

mold도가니와 ingot를 위하여 특별히 셜계된 magnesia-washed copper도가 

니를 가열로내의 rotary mold tu be의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가열로의 개 

폐장치는 공기압으로 작동하고， 가열로는 O.1micron의 진공압이 걸리도록 한 

다. 가열로는 6 - 10in H20 압력의 아르곤가스 분위기로 유지되고 1150.C 

(약 3시간 소요)로 가열된다. 온도는 beryllia 보호관의 pνpt-lO% Rh 온도센 

서에 의해 측정된다. 용융염은 용융금속계로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860.C온도 

로 냉각된 다음 a1undum mold 도가니에 융제를 붓고， 그 다음 용융금속을 

다시 1300.C 로 가열하여 용융금속올 copper mold에 부어 ingot형태로 만든 

다. 그리고 Ce와 PU분석올 위하여 ingot와 융제로부터 생플를 채취한다. PU 

의 증발올 확인하기 위하여 beryllia도가니의 상단에 tanta1um재질의 웅축기 

를 설치하였다. 지금까지 beryllia도가니를 사용하여 분리실험과 합금제조둥 

의 8회 실험을 수행하였으나， 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다. 

냐. Melt Refining 공정 명 가 

플루토늄을 함유한 핵연료를 이용하여 4회의 실험올 수행하였다. 이들 실 

험조건과 결과， 산화제인 MgC1z가 없는 조건하에서 융제만을 이용한 blank 

test와 10% 과잉의 MgCh(Ce폰재하에 양론적으로 반웅에 요구되는 량의 

10% 과잉)올 이용한 2회 실험， 마지막으로 산화제가 100% 과잉량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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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며， 모든 실험에 

서 중발에 의한 플루토늄의 손실은 거의 무시할 정도이었다. bla파〈실험에서 

Ce원소의 추출율(62%)이 낮은 원인은 산화제의 불순물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용융염으로의 낮은 플루토늄의 이송(0.05%)과 관련하여 Ce는 선택 

적으로 쉽게 분리가농함을 나타내고 었다. 

10% 과잉량의 산화제를 이용한 실험에서 용융염으로 이송된 플루토늄의 

량은 매우 적었다(<0.5%). Ce 대 PU의 분리계수는 2회의 실험결과 평균 

7300을 얻을 수 있었고， ingot 수율과 Ce의 제거율은 모두 약 98% 이상 이 

었다. 산화제의 과잉율이 100% 이었을 경우， 플루토늄의 용융염으로의 이송 

율은 약 21%로 중가하였고， 또한 Ce제거율도 99%로 중가하였다. 상기 조건 

하에서 플루토늄의 이송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산화제의 량은 핵분열 

생성물의 량에 따른 한계치내에서 조절되어야 함올 나타내고， melt refining 

공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다. 

O 양이온은 우라늄-플루토늄 합금으로부터 선택적으로 추출되고， 용융염 

화물계에 용해된다. 플루토늄 과영 추출은 산화제 량을 조절함으로서 

방지할 수 있다. 

O 증발에 의해 손실되는 플루토늄의 량은 극히 적다. 

O 용융염과 용융금속의 분리가 용이하다. 

O 금속핵연료 합금은 높은 수율의 분리가 가능하다.(>98%) 

。 고순도의 beryllia 도가니는 고온화학분리공정의 반웅기로 매우 적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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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kull Reclamation 공정39째) 

가. 개 요 

melt refining의 íngot 제조공정에서 도가니에 약 5 - 10%의 우라늄이 

금속덩어리 혹은 도가니 표면에 부착된 상태로 존재한다. 우라늄 이외에 

skull은 5 - 10%의 NM원소와 거의 모든 양이온 금속 즉 Y, RE원소 Ba， 

Sr등의 원소둥이 포함되어 있다. skull recl하na디on공정인 용융금속공정은 다 

음과 같은 3가지의 목적으로 skull의 melting refíníng하기 위하여 개발되였 

다. 

o skull에 함유되어 있는 우라늄의 회수 

O 재순환 우라늄으로부터 MN원소의 제거(초기 핵연료의 fissium농도 기 

준) 

O 전기적으로 양성인 핵분열생성물의 제거 

나. 공정 설명 

skull rec1amation공정은 그림 7.2에 도식화하여 나타내었고， 각 단위공정 

은 다음과 같다. 

o skull은 melt refining공정의 도가니로부터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유 

동성의 분말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산화된다(melt refining도가니에서 

산화반웅진행) . 

O 융융염화물과 용융Zn금속계에서 NM원소 산화물의 선택적으로 환원 

(800"(: )되고 용융Zn금속으로 추출된다. 그리고 추출 용융Zn금속은 폐 

기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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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R -]] Liquid Metal Process for Reclamation of Melt Refining Skulls Fig. 7.2. 



。 용융Zn금속 제거 후， 5w/o Mg-Zn의 용융합금 존재하에 용융염의 우 

라늄은 Mg에 의해 환원된다.(800 "C) 환원된 우라늄은 Mg-Zn용융합금 

에 용해된다. 

。 용융합금은 8OO"C에서 525"C로 냉각되고， 우라늄은 U-Zn inter

meta1lic 화합물로 침전되고， 상둥액으로부터 된다. 

。 intennetallic 화합물의 열분해와 약 5Ow/o의 Mg올 가하여 우라늄올 

침전시키고， 잔류 용융금속을 제거한다. 

。 Mg-Zn용융합금에 우라늄 금속을 용해시킨다. 

。 용융금속을 층발시키기 위하여 증발공정으로 용융Mg-Zn합금(약 

12w/o 우라늄 함유)이 이송되고， 회수된 우라늄은 melt refining공정 

으로 재순환한다. 

1) skull 산화공정 

sk비l 산화공정은 melt refining 도가니로부터 skull물질을 완전 분리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산화반웅은 20 % 산소-아르곤 가스 분위기의 700.C -

800.C 온도 조건에서 진행된다. 산화반웅이 진행됨에 따라 산소의 농도는 설 

정 산화반응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점차로 중가된다. 이와 같은 조건하 

에서 skull의 산화반웅은 완만하게 진행되며， 반웅시간은 약 8시간이 소요된 

다. 

skull 산화반웅중에 휘발되는 주요 방사능물질은 요오드이며， 이는 

off-gas~~ 라공정에 의해 처리된다. 산화반웅 후， 산화된 skull은 도가니로부 

터 제거되며， 이 과정중에 zirconia도가니의 파손 혹은 산화물 입자의 확산올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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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M원소의 추출 

NM원소의 추출공청은 우라늄으로 NM원소롤 분리하는 공정으로， 주요 

NM원소는 Mo, Ru, Rh, Pd와 소량의 Ag , Cd, Sb둥으로 구성된다. 우라늄 

산화물올 환원시키지 않고 NM원소의 산화물 혹은 기타 화합물올 환원시킬 

수 있는 금속환원제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Mg-Zn합금이 다음공정인 환원 

공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환원금속으로 Zn금속올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염화물 용융염은 skull산화물의 부유 및 용융금속과의 분리의 용이성올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skull산화물은 염화물 용융염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용 

융금속은 산화물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다. 그리고 용융염의 조성은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공정둥의 반웅조건에 의해 좌우된다. 용융염의 조성은 47.5 

m/o MgClz, 5 m/o MgF2, 혹은 47.5 m/o CaClz 혹은 CaF2로 구성 되 고， 용융 

염과 용융금속의 비는 1 대 l 이다. NM원소의 추출에는 반드시 용융염과 

용융금속의 교반이 요구되며 800.C 의 온도에서 약 4시간이 소요된다. 

온도에서도 추출이 가능하지만 추출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용융금속과 용융엽은 냉각에 의하여 분리되고 용융Zn금속(용융점 :420.C) 

은 siphon에 의해 제거된다. 이 분리과정은 산화물의 입자가 용융염에 분산 

혹은 도가니 하단에 침전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용융Zn금속은 도 

가니의 바닥에서 위방향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용융Zn금속의 제거에 특수한 

방법이 요구된다. 

그리고 용융금속과 용융염에 의한 부식올 방지하기 위하여 tungsten 도가 

니는 NM원소의 추출공정에서부터 최종 중발공정에 까지 사용된다. ZnClz는 

용융염상에 첨가하여 산화제로서 사용되고 이는 skull 산화단계에서 산화되 

지 않은 우라늄 금속의 손실올 방지한다. ZnClz가 폰재하지 않올 경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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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은 용융Zn금속에 용해되고， 용해된 우라늄은 폐기물로 처리된다‘ 

ZnC1z는 우라늄 제거 후， 잔류 도가니 heel에 존재하는 우라늄과 마그네슐을 

산화시킨다. 결과적으로 다옴 연속운전에서 heel의 조성과 heel의 영향에 대 

한 고려가 반드시 요구된다. 

ZnC1z의 량은 반웅조건에 따라 조절되고， 특히 ZnC1z는 휘발성이 크기 때 

문에 우라늄과 마그네숨의 산화는 약 650.C 정도의 가능한 낮은 온도에서 진 

행된다. 우라늄은 산화되어 용융염상에 추출되는 반면에， stainless steel can 

의 구성원소인 Fe, Ni, Cr동의 NM원소는 용융Zn금속상에 잔류한다. 

3)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 

우라늄 환원공정에서， 용융염상에 폰채하는 우라늄산화물은 5 % Mg-Zn 

합금내 존재하는 Mg에 의해 800.C 에서 우라늄 금속으로 환원되고， 환원된 

우라늄 금속은 Mg-Zn합금에 용해된다. 환원반웅이 완료 후， 용융금속상에 

존재하는 우라늄 금속의 농도는 약 4w/o가 되며， 8OO't에서 용융금속의 우 

라늄 금속의 용해도는 약 5 이다. 우라늄산화물의 환원반응은 800.C 에서 약 

4시간이 소요되며， 용융염과 용융금속의 혼합비는 1 이다. 

환원반응 완료 후， 용융염은 dip 튜브 및 압력을 이용하여 제거하고， 반 

웅의 부생성물인 MgO는 용융염상에 존재하며， 약 10%의 농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MgO농도 12 % 이상에서는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반웅올 방해한다. 

환원반웅의 조건하에서 RE왼소의 산화물， 지르코늄 산화물과 플루토늄 

산화물퉁도 일부 환원되어， 용융염상에 존재한다. 이로 인해 환원공정에서 

분리된 우라늄은 RE원소， 지르코늄동의 일부 불순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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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Zn int앙rneta1lic화합물의 침 전 

우라늄의 환원공정에서 생성된 U-Mg-Zn은 8OO
0

C 에서 500"<:로 냉각과정 

에서， 우라늄윤 완전 첨전되고， U-Zn intennetallic 화합물이 생성된다. 침전 

완료 후， 상퉁액인 용융금속은 제거되고 폐기물로서 처리된다. 

이 공정은 부피감용 및 우라늄 제염동의 부가적인 효과롤 제공한다. 우라 

늄의 침전과 용융금속 제거에 의해 우라늄의 농도는 4%에서 12 - 15 %으 

로 증가한다. 그리고 Zr은 용융금속과 함께 제거되고， 기타 다른 핵분열생성 

물 즉 RE완소와 플루토늄은 우라늄과 함께 공침전된다. 다른 공정에서 추가 

적인 Zr의 제거가 없기 때문에 본 공정에서 대부분의 Zr은 제거되어야 한다. 

U-Zn intermetallic화합불은 U-Mg-Zn계 에 서 U2Zn17의 조성 식 을 가진 delta 

화합물과 epsilon라고 불리우는 U2Zn23화합물로 존재한다. 상기의 공정상 

delta형보다 침전특성이 우수하고， 상등액의 분리가 용이한 epsilon형의 

U-Zn intermeta11ic화합물의 침전이 바람직하다. 실험결과 Mg의 농도가 

5w/o 이상시에는 주로 delta형의 U-Zn intermetallic화합물이 침전되는 것으 

로 나타내었다 

5) U-Zn intermeta11ic화합물의 열분해 및 우라늄 금속의 침전 

우라늄 금속은 Mg를 이용하여 intermetallic화합물로부터 Zn금속을 추출 

함으로서 분리된다. U - Zn intennetallic화합물의 열분해과정에서 우라늄 금속 

은 소결되고， 고밀도의 덩어리 형태로 회수됨으로서 상둥액인 용융금속의 분 

리가 용이해진다. 

Mg는 50w/o Mg-Zn합금의 조성 을 갖도록 intermetallic화합물에 가해 진 

다. 이 조성은 공융점 (47w/o Mg)과 거의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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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전절차와 장치절계 개념정립 

skull reclamation공정은 100g 용량의 공정을 통하여 실중하였고， 본 공정 

에 대한 운전절차와 장치셜계기준올 확립하였다. melt refining도가니에서 

skull를 산화시키기 위하여， 도가니를 먼저 stainless steel can에 안치하고， 

용융금속 냉각 se리에 의해 밀폐되는 플랜지 혹은 cover에 의해 상단이 밀폐 

되는 실린더형 용기에 도가니를 안치한다. cover에 부착된 1.5kw 용량의 전 

기히터를 도가니에 셜치하고， 700.C 의 온도로 가열한다 

다음 공정에서부터 중발공정까지 확립된 운전절차에 따라 동일 tungsten 

도가니에서 수행된다. 단일 tl.mgsten도가니를 사용하기 전에는， 환원공정에서 

제조된 4 %-우라늄 solution은 우라늄-침전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tungsten도가니에서 beryllia도가니로 이송된다 상기와 같은 단일 tungsten 

도가니 사용에 대한 검토는 늦게 제안되었다. 이는 비교적 용량이 큰 

beryllìa도가니의 성능이 나쁘기 때문이며， 도가니의 가열로와 housìng등이 

포함된 하나의 장치로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각 용융금속 공정의 pilot-plant장치의 설계개념을 그림 7.3에 수록하였다. 

장치는 φ30ìn x 40in(h)의 metal bell j ar 중앙에 설치된 φ12in x 19in(h) 

tungsten도가니 구성된다. bell jar cover는 bell jar내의 고순도 불활성기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밀폐된다. induction coil에 가열된 graphite 

susceptor에 의해 가열되고， 상분리를 위하여 solution은 clip tube와 압력을 

이용하여 제거된다. 

full plant-scale장치 는 pilot plant와 거 의 유사하지 만， ìnduction coiI은 

bell jar의 외부에 위치한다. 이는 그림 7.3에서 보는 것보다 도가니 주위의 

container 혹은 bell jar에 더욱 밀폐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정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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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절차는 다음파 같다. 

。 NM원소가 용융Zn금속에 추출된 다음， skull ox.ide를 함유하고 있는 

용융염으로부터 NM원소 함유 용융Zn금속은 분리된다. 이는 용융염올 
5OO"C로 냉각하고， siphon으로 고화된 용융염의 아래부분에 있는 Zn 

용융금속올 폐기물 용기로 이송한다. 

。 환원공정 완료 후， 용융염은 800t의 온도에서 sìphon의 압력에 의해 
서 폐기물 용기로 이동된다. siphon에 의한 압력은 용융염올 이송하기 
에는 충분하며， 그러나 밀도가 높은 용융금속의 이송은 불가능하다. 
흥융염의 이송이 점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송관을 서서히 낮추고， 

이송관이 용융금속 경계면에 도달시 이송을 중단한다. 그리고， 최종 
우라늄 침전공정의 금속상퉁액의 제거 후까지 용융염 제거를 연기하 

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모든 용융물질 즉 용융염과 용융금속 폐기물， 도가니의 하단 부근의 
고정 이송관을 통하여 최종 용융 우라늄의 제거를 용이하게 한다. 이 고정 
이송관의 사용은 원격운전을 용이하게 한다. 

。 약 5OO 0C 의 온도에서 침전된 U-Zn ìntennetallìc화합물로부터 

5%Mg-Zn 상둥 용융 액 올 분리 하고， siphon에 의 해 Zn를 폐 기 물 용 

기로 이송한다. 

。 침전된 우라늄으로부터 50% Mg-Zn 상퉁 용융액올 분리하고， 이와 같 
은 분리는 약 425"C에서 siphon에 의해 Mg-Zn용융액올 폐기물 용기 

로 이송한다. 

。 용융우라늄 생성물의 제거 즉， 12 % U-12w/o Mg-Zn용융액올 800 "C 

에서 siphon에 의해 mold 혹은 증발도가니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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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발공정에서 휘발에 의해 우라늄으로부터 solvent 금속， Mg와 Zn의 

제거 

상기의 관첨에서 우라늄은 용해에 의해 tungsten도가니로부터 14 % 

Mg-Zn 용융금속에 12 % 농도로 제거되며， 이는 mold 혹은 직접 중발공정 

의 도가니로 이송된다. 중발공정에서 solvent금속의 중발운 10 torr 이하의 

낮은 압력에 진행된다. 중발공정의 상단에 냉각기를 셜치함으로서 중발되는 

금속올 회수 가능하도록 하였다. 중발공정 도가니는 bery1lia 도가니 혹은 내 

부를 beryllia로 코탱된 다른 재질의 도가니를 사용하였고， skull reclamation 

공정의 도가니 선정에 앞서 이들 재질올 이용하여 도가니의 제작여부에 관 

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우라늄 금속을 증발공정의 도가니로부터 제거 

여부 혹은 우라늄을 용융에 의해 ingot화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우 

라늄이 용융 된다면， 용융된 우라늄은 도가니 혹은 mold에 부어 ingot화 한 

다. 

가) 장치의 재질 

skull reclamation공정에서 용융금속과 염화물에 의한 내부식성이 양호한 

금속은 tungsten 혹은 tungsten합금이다. tungsten은 이들 물질에 대하여 내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용융금속을 포함한 모든 공정에서 도가니의 재질로 

서 선정되었고， 특히 tungsten은 기계적 가공성이 나쁘기 때문에 보조장치 

즉， 교반기 축과 이송관둥은 30 % tungsten molybdenum 합금으로 제작되었 

다. 이 합금은 tungsten보다는 내부식성이 약하지만， 이들 목적에는 매우 적 

합하다. 그리고 beryllia는 용융 우라늄에 의한 부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증 

발공정의 도가니 재질로 사용올 고려하고 있다. bell jar와 기타 밀폐용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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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계열의 stainless steel로 제작하였고， 용융금속과 용융염의 중기에 대한 

부식올 방지하기 위하여 S때i퍼ess steel 내부는 tungsten코탱올 하여 사용하 

였다. 

라. 공정계통 분석 

용융염과 용융금속의 조성， 각 공정별 우라늄과 핵분열생성물의 제거율， 

방사능 준위， 핵분열생성불의 열부하량등의 변수를 포함하는 각 공정별 flow 

sheet를 표 7.4 - 7.10에 요약.수록하였다. 그리고 표 7.3은 각 단위공정의 

flow sheet로 부터의 주요 설계자료를 요약.수록하였다. 폐기물에서 용해도를 

기준으로 한 우라늄의 각 공정별 손실량은 다음과 같다. 

intermetallic compound 침전공정과 우라늄금속 침전공정에서 우라늄의 

손실은 이들 단계에서 제거되는 상둥 용융액에 우라늄침전물이 동반되어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손실율은 각 단위공정별 손실율인 0.4와 0.7%보 

다 2배 혹은 3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핵분열생성물의 제염계수 

를 각 단위공정별 flow sheet 기준으로 하여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들 

핵분열생성물의 제거율이 매우 높았고， skull reclamation 공정의 요건을 만 

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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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U Losses Rate(%) 

단위공정 % U loss 

。 skull oxidation 2.5 

。 NM원 소 extraction <0.1 

。 reduction 0.5 

。 interrnetallic compound 
preclpltation 

0.4 

。 uranium metal precipition 0.7 

total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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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Equilibrium Material Balance around the Skull Oxidation Step 

φ W삐 .. c.. 

@ @ @ @ 

ltn MeI1 Re tinir애 Stu써 S~ull Ox 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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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 137.1 ~’ 
ZrO, 119.0 ‘RO,D, 뻐 Z 

ZrO, 10.4 ICrucible Zr02 
,... 8.1 않i‘ litue l"l t 맏앨E Fnqmenl‘’ Cnκiblt\ 93.빼1.0 

Mo 112.9 빼κb 12.4 101.1 94 .364.9 
Ic 31.9 0, 1.0 MoO, 281.1 

Ru 165.6 Al 34.0 IcO, 4).’ Curi야 489.34’ 
Rh 21.1 Kr 0.0 RU02 216.3 Blulhr 4.'S!> 

Pd 11 ‘ x. 0.0 RhO, 35J VOlúmt -?o litff‘ 
Aq 0.1 1; 2CXII Cur; .. ’ 쁘 PdO, 22.‘ 
In 0.1 10101 ‘u 

A9,o 0.1 

5n 0.3 In ,o, 0.1 

Sb 0.2 SnO, o‘ 
1, 21.3 @ Sb,o, 0.2 

c‘,0 8.6 1.0, ?’.0 
8，。 93.9 w.‘1. “‘ c.,o I.l 

IREI,D, 뻐2.1 con‘ til냉 nl Crarn‘ 810 11.1 

11 5(Q) Cur'"’ 2.0ι IREI ,o, 613.’ 
Zro, 0, 1.0 11 XO> Curit‘’ l‘찌 

Cr ‘J< ib’” ’3}1’.1 Ar 3‘ o ’‘,..1 11.692.6 
Kr 0.0 

1010' 104.119.1 x. 0.0 Cur iH 1.328. \3l 

Cur je-‘ 1.11’ 471 h m g’“Ittr 1I.S28 

Blulhr 15.984 
loIa’ ‘ 1.0 

V어UOl' -‘ ’11 .. ‘ 
Volume -so 1;‘” 

'8“t'S: F‘ .. 1 burnup 2'- 01 huYy ..... ‘ in l)S 0Iy\. fis‘""pr뼈JCt C.Qncentr.lion‘ 'ft U’ .... 01 10th PI“-
10101 ‘kUU ... ighl - 10 t9- 1 .••• 10 Uul" toeh'"얘배’9""" 1 ~g ’n acculllulali찌 10Uull‘ ’이 
proces‘ Ir애 1110 cooli찌 11 ..... _101_. 삐)Øf'OIìIN‘Iy 15 dal" ’α ”‘ "'1 ‘ ~ull. 1’ 1la1" 'orU‘ 
wκtd뼈 on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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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oι~ .. 쩌，yoccω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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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Equilibrium Material Balance around the Noble Metal 

Extraction Step 

D &비1 a.1de ’rom OI:mtÞon Sttl 

생 ZIM h1rK.11o Wule 

@ @ @ @ @ @ 

flul tie'ellrom “eLi I Hee llrom 
5'ull a. ido 10‘ ’‘eLiIt‘.1 PrOÓU(I Solulion Produc. IDi“olulìon 

’r‘ ... a. ... ,ion 5tt!l Zinc Meul IluI 10 Reduclion Step ω Red‘xlion Slrp 5t，pl~ 이 배.i llluxl 51，。

Cα1’lil UC'nl Cums ~‘til야nl ~‘ cotl‘liI야nl Çr .. " C<”‘”l‘ ... nl cr.1R‘ ~‘~ Cr il1'l lo ~ G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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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 ,o 0.2 W얘f ， 1.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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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0) 35.1 ZnO 714.0 Rh ?‘ m ‘ Y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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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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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I’ 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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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Equilibrium Material B려ance around the Reduction Step 

@ 

@~u'빼빼1. 
μ.101 Exlnction Slep 

、 linc HftlllO!.IIrom '11 
‘ 뼈1. 싸101 Ex lroclion 잉@ 

@ 

fluxlrc뼈 뻐lbl. linc Hft’ 1Ul'‘"rom 
서elal ú1raction Nob’.Nιlilhtract lcw'‘ 

con‘lituenl Gnm’ con‘ tiluenl Crams 

C. C1 1 21.263.2 Zinc 14.6'/8，。

뼈C11 11.015.2 Mo 19.’ 
뼈'1 1.263.2 rc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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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Hftll와1 to InltrmetattK ι:、

Compound Pr"ipitolion Sltp '= 

@ @ 

}“elallo Intermelall i< 
M<tol Compøund Prteipitation S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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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 u 
Ru 32 ’ 
Rh ‘ l 

flu .l Heel 10 Wa‘1.195'10’ Pd 3.4 

R‘ 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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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Equilibriurn Material Balance around the Interrnetallic Compound 

Precipitation Step 

@ 

Flux H얹 I from 
Redudion or 10 Uranium 
Melal Precipitation Slep 

Consliluenl Gram‘ 
Ca CI 2 1.063. 2 
MgCI 2 • 862.7 
MgF2 63. 2 

UM39OOg 2‘6 
23S.6 

Rb ;>O -0.0 
SrO 0.8 
Y;>O) 0.2 
Zr02 l.l 
Te02 1.3 
c
‘ ;>0 0.1 

BaO 1.0 
IREI ;>O) 3.1 
뼈12 -0 .1 

Tolal 2,235.0 

Curies 11.α꺼 
Blu/hr 99 
Volume -lliler 

Intermetallic 
Compound 

Precipitation 

@ 
Supernalant Metal 

κ:、 To U Melal mJ 
‘ν Precipilation 

5이ution I뼈，. Tran‘ferl 

@ @ @ 

Melal Phase Irom Inlermelallic Compound Supernalanl Melal 
Reduclion Slep Ca ke 11~ u) Solulion I~ Translerl 

Consliluenl Grams Con‘liluenl Gram‘ Consliluenl Grams 

Mg 8.0Cl0.0 뼈 1.390.0 W얘 6,700.0 
Zn 202.4625 Zn 62,321.3 Zn 140.141.2 
UI4 w/ol 8.804.4 U 8,7 74 .4 UIO.oo~1 30.0 
PU 103.4 PU 102.4 10.34 w/o U ’os‘’ 
Y 25.5 Y 18.7b PU 1.0 
Zr 228.1 Zr 45.6 Y 6.8b 

Nb 8.8 Nb 1.8 Zr 182.s 
Mo 40 .5 Mo 18.8 Nb 7.0 
Tc 6.6 Tc l.35u Mo 21.7 
Ru 32.5 Ru 25. Tc 5-35d 
Rh 5.1 Rh 1.0 Ru 7. 
Pd 3.4 Pd 0.7 Rh 4.i 
RE 477.1 RE 466.8c Pd 2.7 

Tolal 220.287.9 Tolal 73,168.3 RE 10 .3c 

Tolal 141 ,120.0 
Curies 1,110.143 Curies 9S6 .150 
Blu/hr 9,664 Blu/hr 8,516 Curies 153,993 
Volume -39lilers Volume -12lilers Blu/hr 1,088 

Volume ‘ 21 lilers 

aBasis: 뼈 transler 여 su야rnalanls뻐lion wilh U,zn23 as Ihe precipilaled uranium phase. This res비 ls in an overall 
U concentralion in lhe intermelallic cake 이 1~. 

bBased on an assumed Doerner- Hoskins toprecipilation coef’icient 어 0.2. 

cBased on a Doerner-Hoskin‘ coprecìpilalion coefficienl 이 0.66 Isee ANl-5924. pp. \35-136’-

dSased on an assumed rulhenium solubilily 여 0.005 w/o ìn zinc ìn lhe presence 이 precipilaled uranium. This value agrees 
with experimenlal 빼la oblained in pilol-planl-scale r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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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 Equilibrium Material Balance around the Uranium 

Precipitation Step 

@ 

flul PhH. ’t배 Inlo ,’Jlet.a llã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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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1.11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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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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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 255 
Rh 1.0 
Pd 。，

Rf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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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ið 9S6.1SO 
81폐V 1.S16 
v어u ... -121111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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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 

Constituenl Cri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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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g!cm) 
Volumt • J9 I‘밑r‘ 

@ 

Superna Lil nl ~앤"1 Sol버뼈1 

10 Wasle 19S‘ Trans’erl 

Conslitue: nl‘ litue: nl Cnms 

k얘 )9.205.3 
Zn %찌5.3 

U ωa 

Pu 91.3 
Y 11.1 
Rh 1.0 
Pd 。，

RE 443.’ 
10 .. 1 119.031.1 

Curìes K‘8.199 
Bl에H 1.'f10 
Volume -애 lill'‘ 

@ 

Su야， no .. nl ,.,.tol Solulion 
HeeIIS'Jo 이 10101’ 

C빼nHfuen1 Grlms 

b얘 3.116.0 
Zn 3.11‘。
U J.2 
Pu ).1 
Y 0.9 

R‘ -0.0 
% -0.。

RE 23.3 

1 ... 1 6.16U 

Curie-‘ ‘JJ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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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2Iil .. ‘ 

@ 

Unnium Concentrate 
10 Solulion SI.p 

~‘tituenl Crams 

k얘 

Zn 
U 1.110 .• 
Z, ‘’-‘ 뻐 1.1 
MD IU 
lc lJ 
Rú 25.’ 

\0101 1.103.‘ 
Curìe-‘ 14.2‘’ 
Blu/h, 191 
Volume -0.) 1;10' 

I~ds: mtran‘1., 이 "'''1 ‘U야rna\ant ‘。 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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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9. Equilibrium Material Balance around the Product Solution Step 

@ @ @ ‘@ 
Flux Irom Uranium 뻐010’ Pr여uct Molit S여ution .... t 
PrKipiLation or to ‘Jbto s‘쩌rniunt μelit Solution ‘’‘ 01 lolit t。 ‘Jblo N낱1> 1 

h낭비 útr iIC tion Heelll‘ 0/ 10101’ Molil útr iICtion S\ep 

con‘tilupnl Gnπ1‘ con‘lituen‘ G(~m‘ Constituent Gr~m‘ Con，‘Hu~nl Gr.lm‘ 
C.CI, 1.063.2 h얘 3.116.0 뼈 1.197 ‘ 뼈1l~1 436.C 

A‘qCI, 1ló2.7 Zn 3. 116.0 Zn I1 뼈v Zn176‘’ 1.816 ’ 
t껴F ， 63.2 U 3.2 10101 11 잊16.9 UIl깐’ 436.0 
U,o. 2.6 Pu 1.1 Pu 0.3 

‘얘O ZJS.6 Y 。，

p • 4.9 <jIcm' 
Y 0.1 

Rb ,o -0.0 Rh -0.0 lr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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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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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0. Equilibrium Materia1 Ba1ance around the Retorting Step 

(24)....!!브민요띤 
、:c;/ Product Solution 

Uranium Metat 
Product 

6 hr; Vol • -15 l 

@ @ 
Evaporated Solvent Melals 

Uranium Pr여ucl Solulion to Wasle 

Conslituenl Grams Consliluenl Grams 

Mg 8.277.6 W얘 8.277.6 
Zn 52,288.8 Zn 52,288.8 
U 8,277.6 To\a l 60 .566 .4 PU 4.8 
Y 0.8 -14.5 I ilers Zr 43.3 

Volume 

Nb L7 
Mo 17.9 
Tc 1.2 
Ru 24.2 
RE 22.l 

Tolal 68 ,960.0 

Curies Ill ,359 
, Blu/hr 569 
Volume -15li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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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nium Melal Pr여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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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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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 
Nb 
Mo 
Tc 
Ru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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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es 
Blu/hr 
Volume 

Grams 

8.277 .6 
4.8 
0.8 
~U 

L7 
17.9 

1. 2 
24.2 
22. 1 

8.393.6 

1l1.3;<)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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