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velopment of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삐
삐
 

삐
삐
 

5 -
삐
삐
 

m 삐
삐
 

M 삐
삐
 KAERI / TR-994 / 98 

技術報告書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 

Development of Advanced Spent Fuel 

~anagement Process 

’98. 3. 

z 
한국원자력연구소 

L에메 



提 出 文

한국원자력연구소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에 관한 기술보고 

서로 제출합니다. 

1997년 12월 

주저자: 노성기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 

공저자 신영준， 도재범 

조수행，김억수 

신희성， 이원경 

홍순석， 오승철 

이만기， 김승수 

이주찬， 성경애 

유길성，민덕기 

전용범，안상복 

이은표， 서항석 

이후근，이기원 

김범회， 

서중석， 박성원 

박광준，박현수 

변기호， 박정화 

송대용，강대승 

주준식， 정재후 

감수위원:유재형 



요 약 문 

1. 제 조E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펼요성 

본 연구는 후행핵연료주기 정책 미결정국이 선택할 수 있는 사용 

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기술의 하나로 현재 상용 가압경수로에서 발생 

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건식개질하므로써 그 관리부피를 초기대 

비 1/4로 줄이고 관리 안전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고 방열성 핵종인 

세숨과 스트론륨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냉각부하를 1/2로 감소시킬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셰라믹형태의 PWR 사용후핵연료를 종국적으로는 금속으로 전 

환시켜 관리코자 하는 본 방법에 있어 당해년도의 연구내용과 목표 

는 1995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 탈피복에 대한 비방사성 검증시험 

과 1996년의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들의 염화물 전환에 대한 비방사 

성 검증시험에 이은 연구로서 사용후핵연료의 리륨에 의한 금속전환 

에 대한 비방사성 검증시험을 수행하므로써 차기년도부터 임하게될 

Mock-up시험에서 펼요로 하는 공정장치들의 설계와 제작 시 그 기 

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또한 당해년도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에서 펼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본 공정의 안전 

관리조건 규명을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체 관리모형에 대한 

핵엄계 안전해석과 열해석에 대한 모델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열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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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도출된 관리모형의 온도분포를 배경으로 한 공기 및 산소 

분위기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체 산화속도와 공정장치 재료들 

의 고온부식 시험을 수행하여 조건별 실증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 

기 위한 준비작업에 임하였다. 

과제 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본 과제에서는 연구내용을 다음과 같 

이 세가지 분야로 세분하여 수행하였다.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 

사용후핵연료 상변화 시험 연구 

- 공정장치 재료 부식시험 연구 

IV. 연구개발 결과 

1.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 

1.1 모의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 기술개발 

당해년도의 연구항목인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리륨에 의한 금 

속전환 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율에 대한 반응온도의 영향 

은 부스터 (booster)로 첨가하는 염화리륨의 용융점 이상의 온도범위 

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금속전환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는 있으나 그 영향이 미미하였다. 

- 우라늄에 대한 리륨의 첨가비는 몰당량비로 1.2배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부스터로 첨가하는 염화리륨의 첨가비는 모의 사용후핵연 

료의 리륨에 의한 금속전환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U308 중량대비 염화리륨의 첨가량을 3/4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리륨에 의한 금속전환 시 고 붕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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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인 세슐과 스트론륨의 선택적 제거율은 각각 98 %와 93 % 정도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에 대한 비방사 

성 예비검증 시험에서 리륨용융염 기술에 의한 PWR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 기술은 적어도 각단계별 실험실적 반응성 측면에서는 어떠 

한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공학적 측면에서의 공정장치 운 

전성 시험은 Mock-up시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 

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이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1.2 잔존 우라늄 회수기술 개발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중 사용후핵연료의 탈피복 과 

정에서 발생되는 피복관 내 잔존하는 연료물질을 회수하기 위한 사 

용후핵연료의 질산 용해， 용해액의 옥살산 침전， 침전여액 중의 잔존 

우라늄의 용매추출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질산 농도 6 M , 온도 90 oc 의 조건에서 실험실 규모의 질산 

용해 장치에 의한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시， 용해액의 우라늄 농 

도는 약 270 g/L, 자유산도는 약 3N 이 고， 불용성 잔유물은 약 0.5 

%로 나타났다. 

- 실험실 규모의 장치에 의한 옥살산 침전에서 우라늄 회수율 

은， 우라늄에 대한 옥살산의 당량비 1.7에서 약 96 %, 이 때 Sr의 제 

거율은 약 100 %, Cs의 제거율은 약 80 %로 나타났다. 

- 30 v/o TBP-dodecane에 의 한 우라늄 추출시 , 옥살산 침 전 

여액에서와 같은 농도의 질산(1.83 M) 및 옥살산(0.25 M) 농도에서 

우라늄의 분배비는 약 4.4 이나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여 

5.5 M 에서 최대치(분배비 36.5)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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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그리고 옥살산 농도 증가에 따라서 분배비는 약간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0.2 M CMPO-1.2 M TBP-dodecane에 의한 우라늄 추출 

시， 옥살산 침전여액에서와 같은 농도의 질산(1.83 M) 및 옥살산(0.25 

M) 농도에서 우라늄의 분배비는 약 280 이고 질산농도 증가에 따라 

서 7.4 M 에서 최대치(분배비 9.374)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옥살산 농도 증가에 따라서 분배비는 약간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 CMPO는 TBP에 비하여 우라늄의 추출율이 월등하게 높지 

만 가격이 매우 비싸고， 제 3 상이 잘 형성되며， 추출분율이 작은 단 

점이 있고. TBP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추출을 위해서는 다소 높은 농 

도의 질산 매칠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의 역추출성， 공정 적용성， 경제성 등의 비교검토가 요구된다. 

1.3 공정장치 및 금속저장체의 핵임계 안전해석 

핵임계 실험자료와 MCNP 코드의 계산결과를 비교하여 95/95 

신뢰도를 갖는 MCNP 코드의 계산오차를 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용융환원장치에 대한 핵임계 안전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각기둥 

형태와 육각기둥형태의 금속저장체 저장방식에 대한 핵임계도 분석 

을 수행하였다. 정상상태의 경우에 용융환원장치에 대한 핵임계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고， 가상사고 시의 핵임계도가 0.4 정도이므로 핵임 

계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각기둥 금속저장체의 경우에는 캐니스터 두께가 7.15 mm 이상 

이 되면 캐니스터의 외부조건에 관계없이 금속저장체가 무한배열된 

경우에도 핵임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육각기둥인 

금속저장체의 경우에는 캐니스터 두께가 7.8 mm 이상 되어야만 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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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들은 금속저장체 

저장의 개념설계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MCNP 코드 검증계산에 사용한 검증계산용 실험자료가 

이상적인 실험자료의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이라는 가정 

하에서 검증계산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좀더 적합한 검증계산용 실험자료를 입수하여 

보다 정확한 검증계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4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체 열해석 

본 연구에서는 PWR 사용후핵연료집합체를 금속 전환시킨 금 

속저장체에 대한 온도분포를 계산하였다. 해석모텔은 PWR 핵연료집 

합체 2개를 1개의 금속저장체로 전환한 경우와 PWR 핵연료집합체 4 

개를 1개의 금속저장체로 전환한 경우로 하였다.PWR 핵연료를 금 

속전환할 경우 금속전환 과정에서 Sr과 Cs를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 

서 냉각부하를 약 1/2로 줄일 수 있고 체적을 약 1/4로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다.4 PWR 핵연료 금속저장체에 대한 열전달해석 결과 저 

장시스템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가 50 oc 일때， 금속연료봉의 
최고온도는 사각형 저장체인 경우 193 oC , 육각형 저장체인 경우는 

183 oC 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식저장에서 연료봉의 온도를 낮게 하기 

위해서는 저장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연료봉 밀집화(rod 

consolidation) 방식이 열안전성 측면뿐만 아니라 저장밀도를 높힘으 

로써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연료봉 온도는 금속저장체의 장기적 건전성 평가를 위한 기 

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건식저장시스템의 열해석 목적은 저장시설 내부의 유량 및 온도분 

포를 결정하고 핵연료봉의 최대온도가 규정치를 넘지 않는 것을 입 

F 

석
 
U 



증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열해석 범위는 자연대류 공기냉각 계통의 열 

유동해석과 저장용기 또는 캐니스터 내부의 열전달해석으로 구분된 

다. 일반적인 해석방법은 먼저 저장시스템 내부의 자연대류 냉각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저장용기 또는 캐니스터 외부 온도조건을 결정한 

후 이를 입력하여 저장용기 내부의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해석을 수 

행한다. 연구소에는 1987년도부터 수행한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개 

발업무를 통하여 저장용기 또는 캐니스터 내부의 핵연료집합체에 대 

한 열전달해석 기술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으나 저장시스템의 열 

유동해석에 대한 기술수준은 아직 초보단계라 볼 수 있다. 

1.5 리륨을 포함한 다성분용융염에서 전해화학법에 의한 리륨금속 

회수 

원리면에 있어서 환원실험은 비교적 단순하기는 하지만 본 연 

구대상 계와 같이 고온 용융염을 대상으로 하고 환원성이 큰 리륨금 

속을 전기분해법으로 회수해야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응조 재료 

와 전극의 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관섬을 두고 비다공질 알루미나 관을 

반응조 재질로 하여 실험에 임한 결과 알루미나 재질이 리륨에 의해 

쉽게 환원되지 않음을 발견하였고 오히려 열충격이나 용융염의 반응 

벽 내부 침부현상에 의한 파손 가능성이 염려되기도 하였다. 또한 반 

응조 재질로서 스테인레스강을 이용하였을때 전극과 스테인레스강 

반응조 사이에 약간의 전류손실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전극재료에 대한 평가실험에서도 3 종류의 전극 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백금전극은 금속상과 용융염상에서 용해 

되어 소설되었고 스테인레스강 및 탄소 전극들은 약간의 전극부식 

현상을 보였을 뿐 큰 문제는 없었다.0-5 V 사이의 선형적 전압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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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프로그램을 채택한 환원실험을 3 차례 수행한 바 있으나 추가 실 

험을 통하여 실험결과를 좀 더 보완하면 전류밀도， 내부저항 및 전류 

효율에 대한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사용후핵연료 상변화 시험 연구 

2.1 금속 우라늄의 산화거동 

사용후핵연료를 금속 우라늄 형태로 저장하는데 있어서 안전 

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산화자료를 질소와 헬륨， 그리고 산소와 공기 

에 대해서 서로 다른 온도에 따라 산출해 냈다. 금속 우라늄의 산화 

에 관하여 기존 보고된 자료들의 방향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저장 

사고 시를 가상하여 산소분위기에서의 산화에 중점을 두었다. 산소분 

위기 150-340 'c 온도영역에서 산화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산화식 

을 도출하여 7 wt% 이하에서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 _..M쟁~\ 
k = 2.16x 1Q 5 e \ RT I [wt %/h] 

이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저장체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XRD , EPMA 분석을 통하여 금속 우라늄의 

최종 산화물이 U30S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U30S 형성시기와 온 

도와의 관계를 위하여 다양한 온도에서 산화의 중간단계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작업도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순수 금속 

우라늄의 산화연구와 더불어 1.7 wt% 정도의 Nd를 섞은 바이너리 

시편에 대한 산화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저장체에 

더욱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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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용후핵연료의 산화거동 시험 준비 

조사 핵연료에 대한 산화시험 장치를 제작하여 조사재시험시 

설의 핫셀 내에 설치하기 위하여 상용으로 판매되는 박스형 전기로 

를 일부 개조하였다. 산화시험 후 시편의 무게측정을 위한 마이크로 

밸런스는 핫셀 용도에 맞는 원격조종 가능한 모델을 선정 구매하였 

다. 이렇게 준비된 핫셀용 산화기기를 조사재시험시설의 시편 저장 

핫셀 내에 설치 완료하였다. 또한 조사된 사용후핵연료 및 피복관 시 

료는 현 조사후시험시설의 풀과 핫셀에서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봉 

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채취하였으며， 시편의 이력 등 여러 가지 조사 

후시험 정보도 동시에 확보하였다. 조사시료들은 산화시험 및 미세분 

석을 위해 조사재시험시설의 핫셀로 이송하였다. 

2.3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열적 안정성 핫셀시험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금 

속저장체의 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의 하나로 사용후핵연 

료봉 절편을 이용한 방사능 붕괴열의 직접적인 측정을 시도하였다. 

시험은 현 조사후시험시설의 핫셀 내에서 수행하였다. 핫셀 내에 설 

치된 열차폐 용기에 사용후핵연료봉에서 절단된 절편들을 넣어 여기 

서 나오는 열에 따른 온도증가를 70 시간 정도 측정하였다. 시험 결 

과 핫셀 내부 분위기 온도가 약 27.5 Oc 였을 때， 용기의 내부 연료 
봉 중간 위치는 약 52 oc 용기의 연료봉 상부 공간은 49.5 Oc로 나 

타났다. 

2.4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를 위한 건전성 열화평가 전산코드 개발 

본 연구에서는 creep rupture에 의한 피복관의 건전성 열화를 

creep rupture time과 strain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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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작성 된 프로그 램 (CRUPTAIN, Creep RUPture Time in Air Inert 

and Nitrogen gases)을 사용하여 철저한 열화진행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초기최대허용옹도는 피복관의 초기 압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며 40-100 MPa 범위에서는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100 MPa 이상에 

서는 다소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설에 유입 

되는 핵연료의 냉각기간이 증가할수록 초기최대서장허용온도는 감소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전 

산코드 개발을 위한 코드시스템의 초기구조와 연산알고리즘 개요가 

구성되었다. 

3. 공정장치 재료 부식시험 연구 

3.1 공정장치 재료 부식시험 

스테인레스강(A304， A304L, A316, A316U 및 탄소강의 부식특 

성을 상온 및 고온조건에서 실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염소기체 분위기하에서 스테인레스강 4종류 및 탄소강의 부 

식시험 결과 부식속도는 탄소강> 304> 304L> 316> 316L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염산의 용액 및 증기분위기에서 온도에 따른 스테인레스강 

의 부식속도 실험결과 1M 염산용액 및 증기분위기에 의한 50 .C 이 

하에서의 부식속도는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나， 온도가 상승하면 

서 급격히 증가함을 보였으며， 시편종류마다 부식속도가 다르게 나타 

났고 60 .C 부근에서는 부식속도가 서로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다. 

- 고온 및 상대습도 100 %에서 스테인레스강 4종류 모두 부 

식속도가 대단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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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함 사용후핵연료 저장바스켓 필터에 사용될 흡착재 개발 

- Cs-Sr의 경쟁흡착모델을 고려한 Extended Langmuir, 

Explicit Extended Langmuir, 그리고 IAST를 이용하여 이성분계의 

흡착평형을 분석하였다. 

- Langmuir 흡착식과 표면 및 기공확산을 연계한 흡착모델로 

서 이성분흡착파과곡선을 모사할 수 있었다. 고정층 실험에서 13X 

의 파과곡선은 차바자이트에 비해 더 높은 overshoot를 보이고 있고 

차바자이트에서 파과곡선의 overshoot는 농도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 개발된 흡착모델은 결함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의 흡착층을 설계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1.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 

1995년도의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탈피복 연구결과 및 1996년 

도의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염화물전환 연구결과와 더불어 당해 

년도 연구결과인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금속전환 최적 반응조건 

은 1998년부터 임하게 될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장치 

Mock-up 시험시설의 설계시， 공정 핵심 소요장치들인 사용후핵연료 

의 건식 탈피복장치 및 금속전환장치의 설계기준으로서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개념설계 및 물질 

수지 작성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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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후핵연료 상변화 시험연구 

사용후핵연료 상변화 시험 연구분야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는 사용 

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 개발과제 전반에 걸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특히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전환된 금속저장체의 열화 및 열적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3. 공정장치 재료 부식시험 연구 

사용후핵연료 취급공정장치 재료 부식시험 연구분야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들은 차세대 관리공정에 사용되는 최적 재료 선정에 기여하 

며，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과제공정 전반에 걸친 재료의 부식문제 해 

결에 기본되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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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tle 

"Development of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for countries which have not yet decided a back-end 

nuclear fuel cycle policy. 

The aims of this process development based on the 

pyroreduction technology of PWR spent fuels with molten lithium, 

are to reduce the storage volume by a quarter and to reduce the 

storage cooling load by half by the removal of highly radioactive 

decay-heat elements such as Cs-137 and Sr-90. 

II1.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which consists of 

the metallization process of PWR spent fuel and the dry storage 

of metallized spent fuel has been in development since 1995. The 

voloxidation-decladding performance test of simulated spent fuel 

sheathed by Zircaloy tube had been carried out by using 

laborat01γ-scale equipment in 1995. In 1996, the chlorination 

performance test of the simulated spent fuel powder using chlorine 

had a1so been carried out in a batch reactor which was mad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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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te. The metallization perfomance test of the simulated spent 

fuel powder by lithium in a molten lithium chloride bath has been 

carried out in this year. 

On the other hand, the nuclear criticality safety and the thermal 

characteristics of the metallized spent fuel storage mode has also 

been analyzed theoretically in order to set up the safe 

management condition of the process. Based on the temperature 

profile inside the storage canister estimated from the thermal 

analysis, the reoxidation rate of the metallized uranium oxide has 

been measured in the atmosphere of air and oxygen. 

In this study, corrosion tests of several equipment materials to 

be used in the process have also been performed. 

In order to effectively perform our research, four topics have 

independently been carried out as follows; 

- Development of an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 A study on the phase transition of spent fue l. 

- Corrosion test of equipment material. 

IV. Summary of Results 

1. Development of an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1.1. Development of metallization technology of simulated 

spent fuel 

In the course this study on the metallization of 

simulated spent fuel by lithium in a molten lithium chloride bath,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e effect of the reaction temperature on the 

metallization yield of simulated spent fuel is not evident even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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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tallízatíon yíeld ís slíghtly íncreased wíth increasing reaction 

temperature at least above the melting point of lithíum chloride 

used as a booster. 

- It seems that the proper mole ratio of lithium to 

uranium is 1.2. 

- The quantity of lithium chloríde added ís very 

important in the metallízation yield of simulated spent fuel , and 

the proper weight fraction of lithium chloríde in the reaction ís 

0.75 per the weight of U30S. 

Preferentíal removal degrees of cesÌum and strontium 

in the metallization process are 98 % and 93 %, respectively. 

From the above results which confirm the feasibilíty of 

metallization technology, it is concluded that there are no problems 

in aspects of reaction kinetics and equilibrium. However, the 

operating performance test of each equipment on an engineering 

scale still remain and wi1l be conducted in 1999. 

1.2. Recovery of residual uranium 

A smal1 amount of nuclear fuel elements remains on the 

wall inside of the Zircaloy tube which is discharged from a dry 

decladding process. The residual fuel elements must be recovered 

and recycled by a process like diss이ution， precipitation, and 

solvent extraction in sequence. The present study focusing on 

these points was carried out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 When the dissolution of sintered uranium oxide pellets 

sheathed by a Zircaloy tube is performed in a batchwise dissolver 

with 6 M HN03 initial1y at 90 oC , the final product has the 

uranium concentration of 270 g/L and the free acidity of 3 N.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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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found that the weight fraction of undissolvable materials is 

about 0.5 %. 

- In the experiment of precipitation for the primary 

recovery of uranium, the recovery yield of uranium is about 96 % 

at the stoichiometric of oxalic acid of 1.7, based on the uranium 

concentration. The removal degrees of cesium and strontium are 

about 80 % and 100 %, respectively. The results carried out in a 

batchwise CSTR(Continuous-Stirred Tank Reactor) agree with 

those of beaker tests in 1995. 

- In the case of the solvent extraction using 30 v/o 

TBP in dodecane for the secondary recovery of uranium in the 

filtrate discharged from the precipitation, the distribution 

coefficients are 4.4 at 1.83 M of HN03 and 0.25 M of H2C204. 

which is the original condition of the filtrate. It is found that the 

distribution coefficient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concentration of nitric acid until 5.5 M but 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concentration of nitric acid above 5.5 M, and its 

maximum value is 36.5 with a concentration of nitric acid of 5.5 

M. An increase of the oxalic acid concentration slight1y diminishes 

the distribution coefficient. 

On the other hand, the distribution coefficient changes 

from 280 to 9,374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of nitric acid in 

the 0.2 M CMPO - 1.2 M TBP - dodecane extraction system. 

Even if the extractability of the CMPO-TBP system 

is superior to the TBP system, there still remain some problems 

like cost, the 3rd phase formation, and the lower solubility of 

CMPO in TBP. Therefore the applicability of the CMPO-TBP 

system must further be analyzed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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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riticality safety analyses for process equipment and 

metallized spent fuel storage 

The ca1culation error of MCNP code has been 

determined within a 95 % confidence level by comparing the 

calculation results with published experimental data. Criticality 

safety analyses with the calculation error taken into account have 

been performed for a molten salt reactor and the infinite arrays of 

square and hexagonal canisters containing metallized spent fuel. 

The result of the critica1ity analysis for the metallization 

reactor shows that it is below the subcritica1 limit even under 

abnormal conditions because the value of Kerr could not be over 

0.4 at any cases. 

The result of criticality ana1ysis for the infinite array of squ따e 

canisters containing metallized spent fuel satisfies the subcritical 

condition when the canister thickness is above 7.15 mm. In the 

case of the hexagonal canister, the criticality safety is achieved 

above 7.8 mm thickness of the canister wal l.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criticality analysis will be used 

in the conceptual design of metallized spent fuel storage mode as 

a reference data. 

The experimental data used in the benchmark calculation is 

assumed to be randomly selected from the best population for the 

benchmark of MCNP code. It is, therefore, required to prove the 

assumption or to get more reliable experimental data in order to 

upgrade the benchmark calculation in the future. 

1.4. Thermal analysis for metallized spent fuel assemblies 

Thermal analysis for meta11ized spent fuel assemblies 

was carried out by using a computer code on the basis of 2 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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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nt fuel assemblíes as well as 4 PWR spent fuel assemblíes. It 

is found that the storage volume of PWR spent fuel assembly ís 

reduced by a quarter and íts coolíng load ís reduced by half by 

the elímínatíon of Sr and Cs in the metallizatíon process of PWR 

spent fuel. 

As a result of thermal analysis, the maximum fuel rod 

temperatures inside the canisters of square and hexagonal types 

are estímated to be 193 oC and 183 oC respectívely ín the case of 

4 metallized PWR spent fuel assemblies~ loaded canister with the 

boundarγ conditíon of 50 oC. Therefore, it ís found that the 

hexagonal canister loaded with metallized spent fuel rods ís more 

advantageous in respect of thermal characteristícs and storage 

efficiency. The fuel rod temperature obtained from this analysis 

wíll be applíed as basíc data ín the evaluation of thermal íntegríty 

of a metal1ízed fuel assembly under long~term dry storage 

conditíons. 

The objectíves of thermal analysis of dry storage systems are 

to predict fluíd flows , temperature distribution of air cooling 

systems and fuel rod temperatures, as needed to verify the 

thermal integrity under long~term storage condition. Generally, the 

thermal analysis of a dry storage system is performed ínto two 

stages. In the first stage, a boundary temperature outside the 

canister is determined through the fluíd dynamic analysís. In the 

second stage, the heat transfer analysis inside the canister is 

performed by using the boundary temperature of the caníster. At 

KAERI, the heat transfer analysís techniques for fuel assembly 

have already been fully studied in the field of spent fuel shipping 

cask design, but the fluid dynamic analysis techniques for the air 

cooling system are currently under investigatí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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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Recovery of lithium metal from alkali and alkaline-earth 

metal salts by electrolytic reduction 

This reduction experiment is simple ín prínciple. 

However, the high temperature and highly reducing lithium metal 

render diffículties. Materíals for the cell and electrodes need to be 

chosen carefully. 

In the present experíment, less porous alumína was extensively 

used. So far we have observed that alumina was not easily 

reduced, but we suspect there is the possibility of breakage due to 

thermal shock or of filled pores by liquid metal. A small current 

was detected between the electrode and the stainless steel 

housing. For the electrodes we tríed to use platinum, which was 

lost in metal and salt phases. A stainless steel cathode and 

graphite anode were found to be minimally affected. 

We have conducted several runs and analyzed experímental 

voltage-current data for different anode areas to determine current 

density, intemal resÌstance and current efficiency. The data 

obtained are key variables in electrolytic process design. 

In the second year we will deal with fundamental problems and 

rruxtures. 

2. A study on the phase transition of spent fuel 

2.1. Oxidation behavior of uraníum metal 

An oxidation study on uranium metal was performed in 

varíous atmospheres of N2, He, 02, and air. In the atmosphere of 

oxygen, the oxidation rate constant ís given by 

k 2.16 X 105 e( 1420.0.쩌T) [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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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temperature range of 150 - 340 "C and below 7 % weight 

gain. By using this expression we can estimate the safety 

conditions such as the maximun storage temperature and recoveη 

period at an accident of storage facilities. Through the analysis of 

oxidized products by XRD, EPMA and XPS it is confirmed that 

the oxidation of uranium metal finally produces U308. 

2.2. The preparation for spent fuel oxidation test 

To investigate the oxidation behavior of spent fuel, 

several pieces of equipment such as electrical box fumaces and 

micro-balance have been modified and installed in the hot cell of 

the IMEF at KAERI. The samples for oxidation tests were taken 

at the several positions of spent fuel rod stored in the spent fuel 

storage pool of the PIEF at KAERI and transported from the 

PIEF to the IMEF hot cell by a PADlRAC cask. The experiment 

will be carried out in 1998. 

2.3. Measurement of heat emitted by spent fuel 

To measure experimentally the heat emitted by spent 

fuel , the temperatures have been monitored at several positions of 

a well insulated basket which has the chopped spent fuel rods 

equivalent to one spent fuel rod discharged from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The bumup level and cooling time of the spent fuel 

were 38,981 MWD!MTU and 8 years, respectively. 

The temperatures measured inside the basket are 52 .C and 

49.5 .C in the middle and upper positions when the temperature 

outside the basket maintains 27.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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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evelopment of computer code for spent fuel evaluation 

The degradation of spent fuel was evaluated using the 

developed CRUPT AIN(creep rupture evaluation module) code. It 

appears that the maximum allowable temperature decreases as the 

initial internal pressures of cladding and cooling time are 

increased. Through these studies the structures and algorithms of 

a developing code system are configured. 

3. Corrosion test of equipment material 

3.l. Corrosion test of equipment material 

The experimental results are obtained as follows , for 

the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stainless steel and carbon steel. 

- The order of corrosion rates in a Cb atmosphere is 

carbon steel > A304> A304L> A316> A316L>. 

- The results for stainless steel in HCl solution and its 

vapor phase show the corrosion rate is very slow in 1 M HCl 

solution and its vapor phase below 50 oC and it sharply increases 

above 50 oC. The tendency of the corrosion rate among these 

metals is inverted at 60 oC. 

- The corrosion rates of the 4 kinds of stainless steel 

are so high that they cannot be used under the conditions of high 

temperature and humidity. 

3.2. The development of adsorption filter for defected spent 

fuel storage basket 

The adsorption isotherm for the binary component 

system of Cs and Sr has been analyzed by using Extended 

Langmuir, Explicit Extended Langmuir, and IAST(Ideal Adsorbed 

Solution Theory). 

1 
I 
4 

9 “ 



The adsorption model which employed the surface and 

pore diffusion for the binary system has successfully predicted the 

adsorption behavior of a fixed bed.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it is found that the breakthrough curve in 13X has a higher 

overshoot in comparison with that in Chabazite, however, the 

overshoot on the breakthrough curve in Chabazite is 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concentration of Cs and Sr. 

- The model could be applied to the design of the 

zeolite filter in a defected spent fuel storage basket. 

v. Proposal for Applications 

1. Development of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The optimum operating condition obtained from the 

metallization experiment of simulated spent fuel pulverized by 

voloxidation in 1997, the results of the dry decladding of simulated 

spent fuel sheathed by a Zircaloy tube performed in 1995 and the 

chlorination of simulated spent fuel performed in 1996 will be 

applied to the design of all equipment demanded in the mock-up 

test facilities for an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The 

mock-up test facilities will be installed in 1998. 

The results will also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material balance and the conceptual design of the 

process. 

2. A study on the phase transition of spent fuel 

The results of the phase transition study of spent fuel are 

applicable as the basic data, especially for the analysis of 

degradation and thermal characteristics on the advanced fuel 

- 22-



storage system. 

3. Corrosion test of equipment material 

The quantitative results of material tests on corrosion in 

high temperature are very useful for the selection of equipment 

material as demanded in the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The accumulated data of the corrosion will be applied 

when establishing the guidelines for the technical specification of 

each piece of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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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6. Breakthrough curves of binary Cαs-S앉r adsorption on 

chabazite a따t 10 moιν1m3 concentration (the solid line is 

the predicted value for Cs ion, Cs, the do야tted line is 

t단hat for Sr ionπ1， Sr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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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8. Breakthrough cuπes of binaη Cs-Sr adsorption on 

chabazite at 20 mol/m3 concentration (the solid line is 

the predicted value for Cs ion, Cs, the dotted line is 

that for Sr ion, S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1 

Fig. 3.3.2댔9. Breakthrough c띠u1πγe앉s 0아f b비m떠anπr Cs-Sr a때dsorpt디lOn on 

13X (the solid line is the predicted value for Cs ion, 

Cs, the dotted line is that for Sr ion, Sr, experiment 

condition: Cs 단10α， S하r = 5 rηmolν/ηml3 concentration) .”……… •• ……….“…….“….“.34갱 2 

Fig. 3.3.30α. Breakthrough curves of binanr Cs-Sr a때dsorpt디lOn on 

chabazite (the solid line is the predicted value for Cs 

ion, Cs, the dotted line is that for Sr ion, Sr, 
3 experiment condition: Cs =10α， Sr = 5 molνïm3 

concentr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3 

Fig. 3.3.3인1. Breakthrough cα，urve않s 0아f b비m떠anπr Cs-Sr a때dsorpt디lon on 

13X (the solid line is the predicted value for Cs ion, 

1π t Cs, the dφo야t다te어d line i잉s that for S냥r ion, S냥r， e앉xp야enme태n따 

con녀dit디10아onπ1: Cs =권5， Sr = 10 rηmolν/ηml3 CmOmmrn1ICeIn따1πtra따t디10아on띠}).“….“…….“…….“….“.34μ 4 

Fi핑g.3.3.3잃2. Brea와때k‘얀thπ1rou맹1핑gh c띠u1πγe않s 0아f b비ma따ryCαs-S냥r a때dsorpt디lOn 0아m 1 n 

C야habazite (t단he so이lid line is the predic다ted va려lue fo야r Cs 

lonπ1， Cs ’ t단the do야tted line is that for Sr io아nπ1， Sr, , 

expe앙nmen따1πt co아on띠1띠di버t피10아on: Cs =5, S냥r = 10 rηmolν/ηml3 

co이ncentrat디10아n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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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장 서 론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용 

후핵연료를 소내저장시설 또는 소외저장시설에서 장단기적으로 그 

나라의 후행핵연료주기 정책에 따라 보관·관리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용후핵연료의 저장방법으로는 습식저장법과 건식저장법이 있으며 

통상 전자의 경우는 소내저장시설과 재처리시설을 연계한 소외저장 

시설에서 채택하는 관리방법이고 후자의 경우는 일정기간 소내저장 

시설에서 보관관리 하던 사용후핵연료를 소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시 중간저장하는 경우에 주로 이 

용하는 관리방법이다. 

그러나 연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이런저 

런 이유로 후행핵연료주기 정책노선을 조기에 결정하지 못하여 그 

장기관리 누적량이 증가하게 되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관리방안의 선 

정이 기술적/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후행핵연료주기 정책 

미결정국형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개발을 위하여， 자원으로서 가치 

가 있는 PWR 사용후핵연료를 건식개질하므로써 그 관리부피를 초기 

대비 1/4로 줄이고 관리 안전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고 방열성 핵종인 

세숨과 스트론륨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냉각부하를 1/2로 줄일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세라믹형태의 PWR 사용후핵연료를 종국적으로는 금속으로 

전환시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당해년도의 연구내용과 목표는 1995 

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 탈피복에 대한 비방사성 검증시험과 1996년 

의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들의 염화물 전환에 대한 비방사성 검증시 

험에 이은 연구로서， 리륨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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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으로 비방사성 검증시험을 수행하므로써 차기년도부터 임하 

게 될 Mock-up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공정장치들의 설계와 제작시 

그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었다. 

또한 당해년도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본 공정의 안전 관리조건 규명을 위하여 사 

용후핵연료 금속전환체 관리모형에 대한 핵엄계 안전해석과 열해석 

에 대한 모델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열해석으로 부터 도출된 관리모형 

의 온도분포를 배경으로 한 공기 및 산소분위기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체 산화속도와 공정장치 재료들의 고온부식 시험을 수행하 

여 조건별 실증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임하였 

다. 

본 과제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여러 연구내용을 다음과 같이 세가 

지 분야로 세분하여 수행하였다.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 

사용후핵연료 상변화 시험 연구 

공정장치 재료 부식시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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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절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에서 고려해야 할 원천기술들로는 

우선 세라믹성 PWR 사용후핵연료를 금속화하는 기술과 금속상으로 

전환한 PWR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모형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조건을 설정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핵임계 안전해석， 열해석 및 관 

리 건전성 시험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세라믹성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에 대한 기술 

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알곤연구소(ANL)에서 일찍이 칼슐(Ca)과 마그 

네슐(Mg)에 의한 금속전환 연구를 고온야금공정 (Pyrometallugical 

Process)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한 바 있고[1] 최근에는 IFRGntegral 

Fast Reactor)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과정에서 EBR-II 금속 사용후핵 

연료를 대상으로 한 건석 전해정련(Electrorefining) 가술을 PWR 사 

용후핵연료에까지 확장 적용시키기 위하여 이의 전처리과정으로서 

리륨에 의한 금속전환연구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 

그러나 1993년 미국의회에 의해 IFR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중단된 이래 미국의 연구개발 방향은 DOE 산하 사용 

후핵연료와 세라믹성 사용후핵연료를 경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 

구목적 아래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 지 고 있 다[3，4]. 

한편 일본의 도시바연구소에서는 고속증식로용 금속 핵연료 제조 

를 위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리과정에서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을 이용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기술을 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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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된 특허를 1996년 9월에 공개한 바 있다 

[5]. 

그러나 미국의 알곤연구소 발표내용과 일본 도시바연구소 발표내 

용들을 살펴볼 때， 이들은 실험결과에 입각한 정량적 기술 내용을 언 

급하기보다는 개념에 가까운 기술 방어적 내용에 치중하고 있는 것 

이 특정으로 기술확보 진위에 대한 평가는 현 단계로서는 어려운 실 

정이다. 

또한 일본전력중앙연구소의 연구팀과 일본도시바 연구팀들도 1997 

년 10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Global '97 국제학회에서 리륨을 

이용한 U02 분말만을 대상으로 한 극히 초보적인 환원실험 결과들을 

발표한 바 있으며 [6，7]， 이들의 연구결과를 당해년도까지 수행한 우리 

의 연구결과들과 상대 비교했을 때 현 상태에서는 모의 PWR 사용후 

핵연료의 금속전환 연구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더 앞서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PWR 사용후핵연료의 리륨에 의한 금속전환 공정 중 사용후핵연 

료의 탈피복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 피복관내 미량으로 잔존하는 연 

료물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칠산 용해， 용해액의 옥 

살산 침전， 침전여액중의 잔존 우라늄의 용매추출이 펼요하다. 이와 

관련된 기술의 국외 개발현황은 다음과 같다. 

옥살산 침전법은 현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정 중 정제된 플루토 

늄의 질산용액에서 플루토늄을 옥살산에 의하여 옥살산염으로 침전 

결정화 시킨 후 배소에 의하여 PU02를 만드는데 이용되고 있다. 그 

리고 고 준위 방사성 폐기물로부터 초 우라늄 원소를 분리하기 위한 

옥살산 침전법이 미국， 유럽 등에서 개발되었다[8，9]. 이 방법에서는 

초 우라늄 원소와 희토류 원소를 옥살산염으로 침전시킬 때 Zr이나 

Mo은 옥살산 착물로 용액중에 남게되는 특정이 있으나 침전공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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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0 % 정도의 Sr-90이 공침되는 등 침전기구에 대한 미 검토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일본 원자력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 

다[10]. 

우라늄의 용매추출에는 TBP가 추출제로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되 

고 있으며 현재 핵연료 제조공정에서 우라늄의 분리， 정제와 재처리 

공정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분리， 정제에 사용되고 있다. 넓은 범 

위의 질산농도에서 6가 4가 및 3가의 액티나이드 추출성능이 매우 

우수하며， 특히 3가의 액티나이드 및 란타나이드를 선택적으로 추출 

하는 성질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2 자리배위 중성인화합물 추출제인 

carbamoylmetylphosphonate 및 carbamoylmethylphosphine oxide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미국 알곤연구소에서는 이들의 여러가 

지 유도체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 이들의 추출 성능이나 선택성에 별 

차이가 없어， 이들 중 합성과 정제가 용이한 octyl(phenyl) -N, 

N -carbamoylmethy lphosphine oxide( CMPO)를 선 택 하여 연 구를 계 속 

하여， 재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 준위 방사성폐기물에서 초 우라 

늄 원소의 회수를 위한 TRUEX 공정을 개발하였다[11 ， 12]. 

일본원자력연구소에서는 고 준위 방사성 폐기물에서 초 우라늄 원 

소 분리를 위한 추출제로서 분리의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추출제는 아직까지 없으므로， 향후 새로운 추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 자리배위 중성 인화합물 추출제， 2 자리배위 중 

성 인화합물 추출제， 아민계 추출제， 아미드계 추출제 등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 

한편 핵임계 안전해석 연구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내 고리 3, 4 호 

기， 영광 1, 2 호기 및 울진 3, 4 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풀의 용량증 

대를 위한 저장랙 간격 축소작업에서 연소도효과(bumup crediO를 

고려한 핵임계 안전해석을 수행하였다[14]. IAEA에서는 세계각국의 

-49-



연소도효과 활용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미국， 스페인， 독일 및 프랑 

스 등에서는 습식저장 혹은 수송에 대해 이 방법을 활용하였고， 프랑 

스에서는 건식수송에도 적용하고 있다. 동구권에선 주로 VVER, 러시 

아형 경수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VVER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수송에 연소도효과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15]. 

IAEA에서는 VVER의 사용후핵연료관리에 대한 연소도효과 적용 

연구와 PWR 사용후핵연료 조성핵종의 화학적인 분석 및 연소도 측 

정 등을 수행하여 국제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15]. OECD이EA에서는 1991 

년부터 핵임계도 계산코드의 검증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16]. 이 연구에선 PWR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된 핵종들의 핵종량 

예측코드의 검증계산을 수행하였다. 또한 PWR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핵엄계도 계산코드의 검증계산을 수행하였고 앞으로는 MOX 사용후 

핵연료의 핵엄계도 계산코드의 겸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INEEL(Idaho National Engineering and Environment Laboratory)에 

서는 건식 수송용기에 연소도효과를 적용할 전산코드를 검증하기 위 

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장전한 수송용기에 대한 핵엄계 및 미임계 실 

험을 수행할 계획이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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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용후핵연료 상변화 시험 연구 

1. 금속 우라늄의 기본특성 및 산화연구 현황 

가. 금속 우라늄의 기본특성 

금속 우라늄의 성질을 알아보기 전에 연료로 사용되었던 여러 

우라늄 화합물의 특징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중요 물성치를 표 2.2.1 

에 나타내었다. 

(1) 연료로 사용되는 각 우라늄 화합물의 특성 

(가) U02 (Uranium Díoxíde) 

용융점이 높아서 다루기가 힘들다 

열전도도가 낮은 편이다. 

우라늄 원자밀도가 낮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물성치나 특성들에 관 

한 자료가 풍부하다. 

(나) UC (Uranium Carbide) 

증식로에 알맞다. 

열전도도가 높다. 

우라늄 원자밀도가 높다. 

용융점이 낮다. 

(다) UN (Uranium Nítríde) 

열전도도가 높다. 

용융점이 높다. 

1 
l i ζ

 
. u 



Table 2.2.1. Physical Properties of Uranium 

Compounds 

Tm Density U -density ConductivitylJ Expansion 

CC) (g/cm3
) (g-U/cm3

) (W/cm' K) (1α() 

U02 2750 10.96 9.66 0.033 l1x10 tJ 

UC 2350 13.63 12.97 0.21 1 1.5x10~tJ 

UN 2850 14.32 13.53 0.21 9.2x10 tJ 

1) The conductivity was evaluated at 7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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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U (Uraníum MetaD 

열전도도가 높다. 

용융점이 낮다. 

우라늄 원자밀도가 높다. 

상변화시 비등방성 성장을 보인다. 

원자로내 운전시 핵분열생성물 등에 의한 팽윤현상 

이 많이 일어난다. 

(2) 금속 우라늄의 물성 치 

밀도，비열，열전도도，잠열，엔탈피，엔트로피，수증기압，상 

변화온도， 자기적특성 등의 물성들은 불순물과 미세구조， 그리고 제 

조 방법에 무관하지만 열팽창계수， 탄성계수， 기계적·전기적 성질 둥 

은 우라늄의 조직이나 조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금속 우라늄 

은 악티나이드 계열이며 밀도가 19.05 g/cm3 나 되는 중금속이고 용 

융점은 약 1,130 oc 이다. 모든 물질에는 물리적인 성질， 전기적인 성 

질， 화학적인 성질， 열적인 성질 퉁이 있으나 모두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므로 여기서는 과제수행에 필요한 물리적인 성질과 열적 

인 성질만을 언급한다. 

(가) 결정학적 구조 

금속 우라늄은 온도에 따라 a β y 세 가지 상이 존 

재하며 결정구조와 기타 다른 성질들이 모두 상이하다. 표 2.2.2에 위 

와 같은 세 가지 상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와 그때의 상 변화열을 나 

타내었다. 상 변화온도가 냉각과 가열시킬 경우에 서로 다른 것은 온 

도에 따른 확산의 차이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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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2. Heat of Transformation of Uranium 

Metal 

Heat of 
Temp.(OC) 

transformation 
Transformation 

caVg kcaVmol Cooling Heating 

α • β 2.86-2.99 0.68-0.71 656.7 665.6 

β • y 4.80-4.89 1.14- 1.17 766.5 771 .1 

y • melting 1129.6 1129.8 

Fusion 19.8-20.0 4.72-4.76 

Vaporisation 450 107 

Sublimation 490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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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α 우라늄 

α -우라늄은 약 660 oc 까지 나타나며 Orthorhombic 구 

조(그림 2.2. 1)를 나타내고 단위셀당 4개의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 

α 우라늄의 공유결합은 강한 편이어서 자유전자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다른 상의 우라늄보다는 열전도도가 떨어지며 반대로 경도나 

취성과 같은 기계적 성질은 매우 강하다. 

@ β 우라늄 

β-우라늄은 660 oc 와 약 770 oc 까지 나타나며 

Tetragonal 구조(그림 2.2.2)를 나타내고 단위셀당 30개에 달하는 원 

자를 가지고 있는 복잡한 구조이다. α-우라늄 만큼은 아니지만 β

우라늄 역시 비등방성을 보인다. 

@ y-우라늄 

y-우라늄은 770 oc 이상에서 나타나며 BCC 구조를 나 

타내고 단위셀당 2개의 원자를 가지고 있으며 α ， β 와는 달리 전형 

적인 금속의 성질과 함께 등방성을 보인다. 

(나) 밀도 

우라늄의 밀도는 온도와 구조， porosity에 영향을 받는 

데 o oC 19.24 g/cm3 부터 1,100 oC 17.56 gJcm3 까지 온도에 비 례하 

며 민감하게 변한다. 상온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05 gJcm3으로 

밀도가 큰 편이다. 참고로 용융점에서의 액체 우라늄의 밀도는 16.63 

gJcm3이다. 

(다) 열전도도 

따
 ω 



Fig. 2.2.1. Molecular Configuration of a -Ura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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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 Molecular Configuration of β -Ura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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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도는 여러 물성들 중에 가장 중요한 값이다. 열 

전도도 값이 낮을수록 열적인 스트레스는 증가하게 된다. 우라늄의 

열전도도는 철의 1/2, 구리의 1/13 정도로 낮은 값을 가지고 있다. 

우라늄의 열전도도는 그림 2.2.3에서 보듯이 횡방향과 종방향에 따라 

매우 다른 값을 가지는데 이는 구조적인 비 등방성과 종 방향으로 

분포되어 있는 혼합물들 (예를 들면， carbide, oxide 등)에 의한 영향 

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열의 경우와 같이 상 변화를 거칠 때 

갑작스런 수치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그림 2.2.4에 온도에 따른 

열전도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약 213 .C 에서 곡선이 휘는 것은 전 

자에 의한 열전도에서 격자에 의한 열전도로 바뀌기 때문이며 227 

℃에서 곡선이 휘는 것은 우라늄의 공유결합이 변하기 때문이다. 우 

라늄 합금의 경우 다른 원소의 함량이 적을 때에는 열전도도의 값에 

큰 변화가 없으나 함량이 많아지면 2/3 정도 내지 1/2 정도로 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라) 비열 

18 .C 에 서 우라늄의 비 열 (0.028 caVg-atom/degree)은 

구리 (0.092)의 1/3이고 철 (0.112)의 1/4 정도로 낮은 값을 갖고 있 

다. 그림 2.2.5는 비열을 온도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상이 변화할 때마다 비열 값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고 

β 와 y 상에서는 비열 값이 온도에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갖는다. 

(마) 열팽창계수 

우라늄의 열팽창계수는 결정학적인 배열에 의존한다. 

a 와 β 상일 때는 온도에 따른 격자상수 값에 의존하게 된다. 그림 

2.2.6은 a 우라늄의 각 격자상수를 온도에 따라 나타내었는데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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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등방성 성질을 보이므로 a축과 C축은 온도에 따라 늘어나는 반면 

에 b축은 줄어옮으로써 ac 면끼리의 간격이 좁아지는 현상을 나타낸 

다. 

(3) 금속 우라늄 산화의 일반적 성질 

우라늄은 다가(多價)이기 때문에 우라늄의 화학작용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금속 우라늄은 공기 

중 실내온도 정도에서는 산화속도가 느리다. 처음에는 강철과 같은 

색이었다가 약간 노란빛을 띤다. 그리고 산화층이 점접 짙은 색을 나 

타내다가 3-4일 후에는 금속 우라늄 표면은 검은 색으로 변한다. 

우라늄의 부식거동은 철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건조한 공기나 기타 다른 분위기에서는 부식에 대한 저항성 

이 큰 편이지만 습기가 있을 경우에는 부식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우 

라늄의 산화반응은 세슐과도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시간 대 

무게증가 그래프는 처음에는 포물선형에서 나중에 선형형태를 이룬 

다. 세슐처럼 우라늄도 자연성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단계인 U308 형 

성시 생성되는 열량 또한 Ce02 (235,000 caVgram atom)와 비슷하다 

(281 ,000 caνgram atom). 

우라늄 내에 산소가 희석된 영역은 양극의 성질을 띠게 되어 전기 

적 흐름이 존재하게 된다. 순환하는 공기중에서 생성된 산화물은 고 

착성을 가지는 반면에 산소가 매우 적은 상태에서 생성된 산화물은 

분말화가 잘 알어난다. 

Uranium-oxygen system은 서로 상이한 많은 상 변화가 가능하고 

특히 U02는 조성범위가 넓고 산화막의 주된 구성요소이다. Fluorite 

lattice 구조를 가진 U02는 excess amon과 amon vacancy 둘 모두를 

자신 의 구조 내 에 함유할 수 있다 Oxygen/uranium 비 가 2보다 큰 

- 61-



영역에서는 interstitial oxygen이 (~，O，O) 영역에 일정하지 않게 분포 

한다. 

나. 금속 우라늄 산화의 연구현황 

우라늄 산화반응은 우라늄이 노출되는 분위기에 따라서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었다. 

• uranium-oxygen( U+02 ) 

uranium-water vapour( U+H2(vap) , 혹은 pure water 

reaction ) 

uranium-oxygen-water vapour( U+H20+02, 혹은 moist 

air ) 

(1) 표면 처 리 (Surface Treatment) 

우라늄의 산화반응은 그 두께， 고착성 (a냄lerence) ， 그리고 

산화층의 당량과 같은 표면조건에 크게 의존한다. 산처 리 

(acid-cleaning)한 시편은 금속표연을 더욱 부식시키는 반면 [1] 전기 

연마 처리 (electropolishing) 시편은 산화를 더디게 하므로[1 ，2] 전기연 

마 처리한 시편이 산처리한 시편보다 부식에 더 강하다[3]. 또한 재생 

가능한 초기표면을 얻기 위해서 annealing과 hydriding/ dehydriding 

동의 방법들이 시도되었다[4]. 그리고 10-4 Torr 정도의 낮은 산소 

분압에서 625 oc 까지 가열을 시키면 부식에 강한 표면을 만들어 낼 

수 있다[5-7]. 

(2) 불순물(Impurity) 

산화반응에 영 향을 끼 칠 만한 알루미 늄과 같은 bulk 

impurity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8，9]. 각 연구자들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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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화거동이 조금씩 다른 이유를 각 시편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의 

양에서 찾을 수 있고 특히 가벼운 원소들이 annealing 등에 의해 표 

면으로 확산하게 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500 -1 ,550 ppm 정 

도의 알루미늄 양은 산화거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10]. 

(3) 측정 방법 (Measurement) 

우라늄의 산화속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었는데 그 중 무게이득을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 

는 방법이고 water vapour 반응의 경우 hydrogen evolution 측정방 

법도 흔히 쓰얀다 hydrogen evolution 측정방법은 정량적이지 못하 

다는 단점이 있고 오차가 최대 12 % 미만[11] 이다. 간섭계 

Gnterferometry )를 써서 산화막(oxide film)의 성장을 직접 측정한다 

[12,13]. Ellipsometry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측정방법이 직접적이지 못 

하고 그림을 재해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14，15]. 

(4) Gas와의 반응(gas-solid reaction)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온도에서의 산화거동은 Arrhenius 

plot 형태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활성화 에너지를 결정하고 다른 연구 

결과와의 일치성을 보이기 위하여 많이 사용된다. 

Gas-solid 반응을 간략히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하면 첫 번째는 

gas가 금속표면에 흡착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홉착된 gas가 표면 

과 반응하는 단계이다[16]. 첫 번째 단계는 산화반웅이 Langmuir's 

isotherm과 같은 흡착 isotherm의 거 동을 따르며 이 는 흡착된 gas의 

양에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흡착된 gas의 양의 역수 

와 gas pressure의 역수가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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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역 수는 gas pressure의 역 수와 비 례 관계 를 가지 게 되 므로 다음 

과 같은 간략한 형태의 식이 성립된다. 

1 1 a 
•-

k(p) k( ∞ ) p 
(2.2. 1) 

여기서 k(p)는 압력 p에서의 산화율이고 k(∞)는 무한압력에서의 산 

화율이며 Q 는 압력과는 무관한 값이다. 위의 식은 uranium-oxygen 

반웅이 oxygen pressureoJl 얼마만큼 의존하는가와 

uranium-oxygen -water 반웅이 상대 습도에 얼마만큼 의 존하는가를 

판단할 때 자주 쓰이게 된다. 

(5) Uranium-water vapour 

그 동안 oxygen이 없는 상태에서 water vapour의 산화연 

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3，4，11 ，13 ， 17 - 26]. 이를 pure water vapour, 

혹은 U + H20(vap) 반응이라고도 하고， 이때의 산화반응속도는 온 

도， water vapour pressure 그리고 산소압에 의존한다. 25,000 vpm 

정도의 water vapour는 100-200 oc 사이에서는 11배 정도의 영향을 
끼치지만 50-75 oC , 250-300 oC 에서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모든 연구자들은 U + H20 반응은 산소기체를 첨가함으로써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약 0.1 %의 초과농도로 전체적인 반응억제 효과 

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정도의 산소 양은 수소 

기체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소의 양이 더 많아지면 

moist air의 반응에 가까운 반응이 일어난다. 반대로 산소의 양이 반 

응 억제치 이하로 낮아지변 반응속도는 pure water reaction의 

까지 가속화되고 수소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주
 
} 

i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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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McGi11ivray 

McGillivray는 엄 의 의 온도와 water vapour pressure에 

상관없이 산화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인 모델을 제안하였다. 

150-350 oc 에 해당하는 온도 범위 내에서 우라늄 산화의 전체적인 

산화율은 water vapour pressure에 대 해 선 형 적 으로 증가하나 낮은 

온도에서는 산화율이 water vapour pressure에 선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온도와 water vapour pressure에 관계된 산화에 있 

어서 Langmuir 형태의 흡착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Langmuir 거동 

의 형태를 먼저 살펴 보면 

8 = p 
a + P 

여기서， 

8 cover된 surface site의 분율 

P = water vapour pressure 

Q = CD/CA 

CD = 탈착 비례상수 

CA 흡착 비례상수 

8 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서， 

8 =→~ 
Ymax 

y =: 압력 P의 상황에서 흡착된 gas의 양 

Y max monolayer를 형 성 하기 위 해 필 요한 gas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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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층에 흡착된 물의 농도가 최고점에 다다르는 시점 (complete 

monolayer coverage)에서 최대의 산화율을 기대할 수 있는데 Ymax는 

이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gas의 양을 나타낸다. 

(2.2.3)식 을 (2.2.2)식 에 대 입 하면 

p y 
Ymax a + P 

과 같이 되고 (2.2.4)식을 다시 재 정렬하면 

(2.2.4) 

(2.2.5) 

의 형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만일 Langmuir 흡착거동을 따른다면 

P/y .vs. P 의 그림은 l/Ymax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형이 된다. 이 모 

델에서 반응율의 변화는 흡착된 water vapour의 양에 비 례하고 Ymax 

는 산화표면이 물로 포화되었을 때의 반웅율에 비례한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 이론적인 모델 

Langmuir 형태의 흡착에 있어서 만일 (2.2.2)식이 잘 맞고 산화 

율이 시편표면의 water vapour의 농도에 비례한다면 주어진 표면에 

서 산화율은 물이 산화층 표면을 차지한 분율U})에 비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γate k () (2.2.6) 

(2.2.6)식에 (2.2.2)식을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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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ate 
kP 

α + p 
(2.2.7) 

과 같이 나타나고 (2.2.7)식의 분모， 분자를 α 로 나누면 

γ-ate 
klP 

1 + k2P 
(2.2.8) 

의 결과가 나온다. 여기서 kl = k/ a , k2 = 1/α 이고 두 가지의 

가정이 전제된다. 

첫째， water vapour pressure가 낮을 때는 k2P <{ 1 이고， 즉， 흡착 

보다는 탈착이 많이 일어나므로 결과적으로 

γ-ate ~ k1P (2.2.9) 

가 되며 이 식은 rate .vs. P의 그래프가 kl의 기울기를 가짐을 의 

미한다. 

둘째， water vapour pressure가 높을 때는 rate가 rate ratemax을 

만족하는 constant plateau region에 다다르게 되어 k2P ~ 1이고， 탈 

착보다는 흡착이 많이 일어나므로 결과적으로 

γ-ate max ~ k1/ k2 (2.2.10) 

이 된다. 위의 가정을 통해 kl과 k2 상수값을 계산하여 전반적인 

산화율을 (2.2.11)식으로 기술하였다. 

γ-ate 
k lP 
~ +D 1 + k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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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 서 D는 dry air oxidation rate이 고 (2.2.11)식 이 의 미 하는 바 

는 어 떠 한 water vapour pressure에 서 도 초기 기 울기 (kl) , maximum 

rate(k l;l<2), dry air rate(D)를 알면 oxidation rate을 계산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위의 방정식을 모든 온도의 영역에 적용 가능케 하기 위 

해서는 kl과 k2, D의 온도에 대한 의존성을 모델화 시키는 것이 필요 

하고 또한 이 것 이 가능하면 어 떤 온도나 어 떤 water vapour 

pressure에서든지 산화율을 구할 수 있다. 각 인자들의 온도에 대한 

의존성은 다음과 같이 각각 유도된다. 

<Dry rate (D)> 

40-350 oc 정도의 온도영역에서의 실험을 통해서 dry rate (D)의 

온도에 따른 variation을 계산할 수 있다. Ritchie[28]의 review를 통 

해서 40-300 oc 의 온도범위에 해당되는 dry rate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 ln(D) .vs. lO00/temp.(K)의 그래프를 도식화 하였는데 자료가 

다음의 (2.2.12)식과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다. 

ln(D) = 11.093 - (8077/T(K)) (2.2.12) 

<초기 기 울기 (kl)> 

115-350 oc 의 범위의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초기기울 

기의 변화를 계산하였고 250-350 oc 의 경우에는 전 실험범위에 걸 

쳐 서 산화율 이 water vapour pressure에 따라 선 형 적 으로 증가하여 

초기 기울기는 나중 기울기하고 거의 같아진다 ln(k1 ) .vs. 

1,000/temp. (K)의 그래프를 도식 화하여 자료가 다음의 (2.2.13)식 과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n (k 1) = 7.831 - 6432 /T( K)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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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mum rate ( kl / k2 )> 

온도에 따른 maximum rate의 변화는 40-200 .C 범위의 실험자 

료를 이용하여 115, 150, 200 .C 에 대하여 각각 0.00102, 0.0037, 0.158 

(mglcm2 
• min)의 maximum rate를 산출해 낼 수 있었다 Ritchie 

등[29]은 40-100 .C 범위에서의 maximum rate 값을 결정하였고 이 

값들을 재 계산하여 ln(k애(2) .vs. 1000/temp.(K)의 그래프를 도식화 

하여 다음의 (2.2.14)식을 구하였다. 

ln(k/k 2 ) = 23.039 - (11759 /T(K)) (2.2 .14) 

(2.2.13) , (2.2 .14) 식으로 부터 k2를 구할 수 있다. 

ln (k 2 ) = -15.208 + (5327 /T(K)) (2.2.15) 

kl, k2, D의 온도와의 관계를 기술할 수 있는 식을 도출하였으므로 

온도와 water vapour pressure간 임의의 조합에 대한 이론적인 rate 

자료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 산화율과 water vapour pressure의 관계 

앞에서 유도한 식들을 이용하여 115-350 .C 범위에서 온도를 

고정 시 킨 채 water vapour pressure와 산화율의 관계 를 이 끌어 내 어 

실험값과 비교하여 실험과 이론이 매우 잘 맞음을 보였다. 단， 115 

℃ 와 250 .C 의 경 우 낮은 water vapour pressure 영 역 에 서 실 험 값이 

계산치 보다 각각 3.5, 2.5 정도 차이가 난다. 

- 산화율과 옹도와의 관계 

(2.2.11) - (2.2.15)식들을 이용하여 rate .vs. water vapou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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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래프만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온도에 의존하는 이론적인 

그래프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ln(rate) .vs. 1/T의 Arrhenius 형 태의 

그래프를 0-500 oc 의 온도범위에서 여러 water vapour pressure의 

경우<0， 1.3, 13.3 101.3 kPa)에 대하여 계산하였고 이 의 결과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알 수 있다. 

첫째， 따y rur의 경우 Arrhenius 그래프는 션형인데 그 이유는 

(2.2.11)식에서 klP와 kzP 항이 0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은 이전 

에 보고된 연구자료와 일치한다. 

둘째， 낮은 온도에서는 water vapour pressure에 상관없이 dry air 

rate에 근사한 값을 갖는데 그 원인은 상수 kl이 낮은 온도에서는 거 

의 무시되리만큼 작기 때문에 D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는 따y 

air rate에 의해 지배되는 산화율에 영향을 끼친다. 

셋째， 중간 온도에서는 kl 값이 커지고 water vapour pressure가 

전반적인 reaction rate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중요한 인자가 되고 

rate는 발산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높은 온도에서는 모든 그래프 션들이 water vapour 

pressure에 상관없이 dry air Arrhenius 션 쪽으로 다시 수렴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oxide로 물이 흡착되는 것이 발열반 

응이고 dry air oxidation 상태에 가까운 조건까지 온도가 올라가면 

산화층 표면 상에서 물이 oxide로 부터 탈착된다는 사실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이 처 럼 넓 은 범 위 의 온도와 water vapour pressure에 대 한 산화율 

을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려울뿐더러 매우 많은 노력이 펼요 

하기 때문에 극한의 온도영역에서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이론적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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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ennett 

1기압의 공기분위기에서 50-300 oC 범위에 걸친 금속 

우라늄의 산화거동을 연구하였으며 3X 104 vpm 정도의 water 

vapour 농도의 영 향에 중점 을 두었다 water vapour가 100-200 oC 

에서는 약 7.5 배정도 산화속도에 영향을 끼쳤지만 50, 75, 300 oC 에 

서는 별다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산화속도의 증가요인 

중에는 oxide lattice내의 hydroxy 1 ion 생성과 uranium hydride의 일 

시적인 생성을 들 수 있다. 

100 .C 에서는 소량(80 -120 vpm)의 물이 틀어가도 산화율에 커다 

란 변화를 보였지만 200 oC부터는 1,500-25,000 vpm 정도의 물이 들 

어가야 겨우 감지할 정도의 변화를 보였다. 

산화에 의해 생성된 반웅물은 50과 75 .C 에서 모두 습도에 상관없 

이 고착성 (adherence)을 보였으나 25,000 vpm 정도의 water vapour 

를 함유한 공기 중에서는 100 oC 이상 온도에서 산화생성물 분말화 

가 일어났다. 반면에 dry air~ 경우에는 200 .C 이상에서만 분말화 

가 일어났다. 

Carbon monoxide carbon dioxide = 10 1 로 섞 인 850 .C 기 체 

분위기에서 분말화된 생성물의 O!U ratio를 분석하였는데 O!U ratio 

값은 산화가 진행되는 환경의 수분 함유량과는 무관하고 100 .C 에서 

2.3, 300 oC 에서 2.55 값을 갖는 것처럼 온도에 따라 증가한다. 확인 

을 위해서 XRD 분석을 하였는데 주로 U02 형태의 구조가 나타났고 

300 oC 에서는 U308 형태도 나타났다. 

50-100 oC 사이의 활성화에너지는 18.5 kcal/mol 이고 100-300 

℃ 사이의 활성화에너지는 20.2 kcaνmol 인데 이틀 값은 참고문헌 

[32]의 값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Parabolic과 linear kinetics 반응 모두 anion diffusion에 의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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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되고 선형적인 증가를 보이는 경우에 바깥쪽 산화층의 계속 

적인 분말화에 따라 보호막적인 성격을 띠는 산화층이 계속 같은 두 

께로 유지된다. 

공기 중 water vapour의 함량을 10-20 vpm에서 25,000 vpm으로 

높이면 우라늄의 산화거동에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첫째， 100-250 oc 사이에서 분말화되는 산화층의 분율이 높아지 

는 것이고 

둘째， 산화속도가 증가되는 것인데 두 번째가 더욱 중요하다. 이 

때 100과 150 oc 에서 그 영향이 가장 뚜렷하였다. 

25,000 vpm의 water vapour를 함유한 공기 중의 산화는 50과 75 

℃에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오히려 300 oc 에서는 산화속도 

를 약간 감소시 켰다. 공기 중 water vapour의 함량을 10-20 vpm 

에서 25,000 vpm으로 높인 것은 반응 전반에 걸친 활성화에너지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더 높은 함유량에서도 별다른 변화를 보 

이지 않았다. 

(다) Ritchie 

우라늄과 water vapour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 가능하며 

U + (2+x)H20 • U0 2+ x + (2+x)H2 (2.2.16) 

반응의 결과물로서 hyperstoichiometric 형태의 이산화우라늄을 생 

성시킨다. 이때 X값의 범위는 0-0.1 정도[11 ， 17]이지만 만일 산소가 

존재하면 X값의 범위는 0.2-0.4의 범위를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산 

화도 많이 일어난다[33，34]. 산소가 존재하는 saturated water vap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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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에서 금속 우라늄을 산화시키면 trioxide(U03.0.8H20)가 형성 

된다[34]. 

Water vapour 압력 에 따른 uranium-water vapour 반응의 변 화를 

75~100 oc 까지 조사하였다. 0~760 TOIT의 water vapour 압력 범 

위 에 서 산화반응이 S자 형 태로 복잡하게 나타났지 만[36，21 ，25] Konde 

등[18]은 75 "c의 40-100 Torr에서는 선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여서 다른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었다.S자 형태를 띠는 것은 

Brunauer, Emmet, 그리고 Teller의 방정식 (BET isotherm)[21]을 따 

르는 것으로， 결국 water vapour7 } 표변에 흡착된 것을 의미한다. 

100 oc 에서의 산화반웅은 상대습도가 100 %까지 높아지면 

uranium-liquid water 반응과 거의 유사해진다[25]. 

100 % RH 분위 기 하에 서 의 산화결과에 대 한 Arrhenius plot를 

바탕으로 참고문헌 [23]으로 부터는 12.7 kcaVmol , 참고문헌 [22]로 

부터는 15.4 kcaνmol의 활성화에너지를 얻었고 그에 따른 산화율은 

각각 

k = 4x 107 e -1270αRT mgU/cm2h (2.2.17) 

k = 5.6 X 109 e -l5400/RT mgU/，αn 2h (2.2.18) 

를 얻었다. 상온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100 oc 근처에서는 4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아마도 서로 다른 표면조건과 서로 다 

른 batch에서 얻은 사편의 불순물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라) Condon 

Condon은 우라늄과 물의 이론적인 산화를 계산하였고 

” 
ω
 



실험치와 바슷한 결과를 보였다[35]， 

(마) Besson과 Santon 

Evaporated metal film을 사용한 Besson과 Santon[20] 

의 시편이 가장 깨끗한 금속 우라늄 표변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그들은 160-410 oc 의 온도범위와 4.57 -12.8 Torr의 압력범위에 

서 water vapour의 산화거동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산화율 산출식 

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4.57 Torr에서 구한 활성화에너지는 11.5 

kcaVmol이 었 다. 

k = 5.8 X 105 e -ll500/RT mgU/cm 2h (2.2.19) 

12.8 Torr, 220 oc 이상의 온도에서는 앞의 활성화에너지와 바슷한 

값을 얻었지만 220 oc 이하에서는 산화율이 Arrhenius equation에 의 

해 추측한 것보다 훨씬 빨리 떨어졌다. 170 oc 에서는 4.57 Torr t-l-

12.8 Torr 조건에서의 산화율은 서로 비슷하였다. 

(바) Grimes와 Morris 

Grimes와 Morris[12， 13]는 30-80 oc 와 20 Torr의 조건 

에서 interferometry를 이용하여 산화층의 성장을 조사하였다. 산화 

막은 초기에는 포물선 형태로 성장하지만 산화막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선형의 모습을 띠었다. 그리고 산화막 두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 二 k t n (2.2.20) 

여기서 d는 산화막 두께， t는 시간， n=0.75-0.95이며 9 kcaνmol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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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에너지를 얻어냈다 Interferometry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라늄 

시편을 광학적으로 평탄하게 연마하여야 했는데 아마도 이러한 전처 

리가 산화를 느리게 하여 [3] 이와 같이 작은 활성화에너지를 얻은 것 

으로 보인다 Interference order가 5까지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adherent oxide의 두께가 7500 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Interferometrγ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중의 하나는 film 두께에 

따라 refracti ve index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ellipsometrγ[14]와 같아 연계되어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6) Uranium-oxygen-water vapour 반응 

moist airC H20 + 02 )라고도 한다. 

(가) McGil1ivray 

우라늄이 moist air 분위기의 시스템에 봉해진 상태에 

서 산소가 감소되면 부식은 급속히 진전되고 수소 기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산소의 감소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공기가 다시 재 

유입 됐을 때 이러한 상황은 매우 위험스러울 수도 었다. 

Moist air의 경우 온도를 고정시키고 water vapour pressure 콕션 

에 대한 반응속도의 함수관계를 규명하였는데 이때 상대습도에 따라 

세 가지 영역이 존재함을 보였다[37). 

CD 0-2 % 정도의 상대습도를 포함하는 낮은 water vapour 

pressure영역에서는 water pressure가 증가할수록 산화속도도 

증가한다. 

(2) 2-90 %의 상대습도를 포함하는 영역에서는 산화속도는 거의 

일정하다. 

@ 90 % 이상의 상대습도를 포함하는 영역에서는 산화속도가 증 

가하며 포화상태(100 %)가 될 때까지 계속 증가한다. 

π
 
ω
 



@과 @ 영 역 에 서 Orman 등[37]은 반응속도의 증가는 흡수된 

H20의 표면농도에 비례한다고 주장하고 Langmuir isotherm 형태에 

적 합한 fitting을 하였다. Ritchie[28]도 moist air corrosion의 review 

에서 자료분석의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고려하였다. 

@영역에서의 급격한 산화는 포화조건에 이르기까지 반응기구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37]. 이와 같은 반응은 U-liquid 

water 반응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응물의 변화( U02+x에 

서 U03으로)와 수소 기체의 발생 등은 mechanism의 변화라는 생각 

을 뒷받침한다. 

온도를 고정시키거나 vapour pressure를 고정시킨 채 많은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실 

험적인 표현식들이 유도되었다[28，31]. 

Oxygen과 water가 둘 다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우라늄 산 

화 mechanism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U+02+H20 반응 

mechanism의 논의에 대한 일반적인 출발접은 그 반응을 U+H20 반 

응의 수정된 version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U+H20 반응에 있어서 

H20가 산화층 표면 안으로 흡착되 고 oxide ion(혹은 Colmenares가 

제안한 것과 같은 표면 OH group의 분해에 의해 생성된 interstitial 

oxide ion)과 반응을 일으켜 hydroxyl ion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H20 十 02 - • 20H- (2.2.21) 

hydroxyl ion은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 어 나는 oxide/metal interface 

쪽으로 oxide lattice를 통하여 확산한다. 

20H- 十 U • UOz 十 H2 十 2e-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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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menares 등[38J은 moist air에서 H20에 의해 점유된 surface 

site로 선택적으로 산소가 chemisorb된다고 제안하였다 Moist air의 

경 우에 H20는 oxygen surface atom들 위 에 hydrogen bonded layer 

를 형성한다. 이는 U쩌20 반웅에 산소를 100 vpm 첨가하면 산화율 

이 빠르고도 큰 폭으로 감소한다(reaction mechanism 변화의 특징 이 

다)는 관찰을 통해서도 설명된다. Colmenares 모텔에서 [38] ， 0 2
- ion 

은 OH- ion이 oxide lattice를 통과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렇게되면 

이제 반웅은 mγ air의 경우에서와 같이 0 2
- 확산에 의한 것이 된다. 

oxide ion diffusion은 또한 Weirick[39J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그러나 

Allen[40J은 moist air의 경 우 확산은 OH- ion에 의 해 일 어 나지 만 

oxide lattice를 통한 lon의 이동은 oxide layer에 생성되는 defect 

complexes의 형성(산소에 의해 진전된다)에 의해 방해받는다고 주장 

하였다.OH 는 방해를 받음으로 해서 oxide lattice를 따라 좀더 천천 

히 확산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통일한 water vapour pressure하의 

U쩌20 system 보다 reaction rate가 확연히 낮은 값을 갖게된다. 

B하‘er 둥[37J 역시 OH 의 확산을 제안하였다. 

U/H20 system에 소량의 산소를 첨 가하면 reaction rate는 점 점 감 

소하게 된다. Colmenares 등[41]의 또 다른 연구를 통해서 산소의 농 

도가 1,000 vpm일 때 U/H20 반웅이 가장 느리고 산화율의 변화도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소의 농도가 높을 때는 산화층 표면 

으로 흡착된 산소의 양은 일정하고 어떠한 온도에서든지 oxide 

lattice를 통과하는 0 2
- ion의 flux 역 시 water vapour pressure에 상 

관없이 일정하다. 산화율이 산화층 표면 위의 water 농도와 조화하여 

증가하므로 산화율의 증가는 oxide lattice를 통한 OH 의 확산이 원 

인임을 알 수 있다. 

Kinetics 분석 과 surface 분석 을 함께 고 려 할 때 OH 와 0 2 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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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U/O싸120 system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H20의 표면 흡착과 점진적인 coverage가 

chemisorbed oxygen layer 위 에 서 일 어 나고 reaction mechanism이 

monolayer H20 coverage까지 증가하는 사실과 일치한다. 

Vapour phase saturation에 도달할 때까지 H20 분압의 증가는 

reaction rate에 아무런 영 향을 끼 치 지 못한다. 이 러 한 mechanism은 

H20의 분해가 산화층 표면상에서 여전히 가능하고 OH 와 0 2 가 

adherent oxide layer를 확산해 나갈 수 있을 정 도로 자유롭다는 가 

정 하에서만 가능하다. 만일 0 2 의 확산이 가능하다면 OH 의 확산이 

에너지적으로 좀더 나으므로[42] OR 확산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므 

로 moist air의 전 반적 인 rate에 H20가 끼 치 는 영 향은 H20의 표 면 농 

도에 의해 (2.2.11)식과 조화를 이루며 조절된다. B밟er 둥[37]과 

Allen[40]에 의해 제안된 것처럼 자유로와진 수소 원자가 surface 

oxygen ion과의 반응을 통해서 수소를 생성시키는 것을 억제한다. 

Kinetics 결과들로부터 moist air oxidatio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reaction mechanism이 제 안되 었 다. 

첫째， 02의 흡착， 분해， 확산 그리고 반응들은 H20의 첨가에 영향 

을 받지 않는다. 

둘째， dry 상태에서 moist air로 갈 때 rate가 가속되는 것은 H20 

에 의한 영향 때문이다. 

셋째 02의 흡착은 표면으로부터 H20를 제거함으로써 reaction 

rate를 변 화시 킨다. 

넷째， H20(vap)와 02 gas 둘 모두는 02 -나 OH 와 같은 reactive 

diffusing species를 만들어 낸다. 

이 러 한 kinetic scheme은 Colmenares가 제 안한 surface structure 

와는 잘 일치하지만 그가 제안한 reaction mechanism과는 잘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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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나) Ritchie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water vapour 압력， 상대습도， 

oxygen pressure, 그리고 온도 등의 다양한 조건변화 하에서 

uranium-oxygen-water vapour의 반응실 험 이 수 행 되 었 다 

[3,4,9,l8,21,24,26,34,43 - 46]. 알루미늄과 같은 불순물의 영향에 대해 

서도 연구가 수행되었다[9]. Water vapour pressure(humidity)에 대 

한 산화반응의 의존성을 75 OC[21]와 100 -115 oC [9 ，33 ，34]에서 수행하 

였다. 습도가 전혀 없는 경우(uranium-oxygen 반응)에서부터 산화반 

웅이 제한될 때의 습도에 이르기까지 산화반응은 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급속히 진전되는데， 이때 산화의 제한 기준은 100 oC 에서 상대 

습도가 90%에 이를 때까지 변화하지 않다가 90%이상에서는 다시 

산화가 일어나며 최소 10 TOIT 이상의 압력일 경우에만 oxygen 

pressure에 의 존한다. Uranium-oxygen-water vapour 반응의 산화는 

uranium-water vapour 반응보다 느리 게 일어나기 때문에 oxygen이 

산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약 90 %의 상 

대습도 이하의 uranium-oxygen-water vapour 반응에서 산소가 소모 

되고 이산화우라늄이 형성되나 수소는 전혀 생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구를 통하여 uranium-oxygen-water vapour 반 

응에서 소모된 산소는 실질적으로 water vapour에서부터 나옹 것이 

라는 사실을 알아냈고[33，34] 그러한 반웅식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 

다. 

U + 2H2
16 0 + 18 0 2 • U 1602 + 2H 2 18 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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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0 % 이상의 상대습도 환경 하에서는 yellow uranium 

trioxide(U03 . 0.8H20)가 형성되고 수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등 

mechanism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33，34]. 

낮은 습도 하에서의 산화거동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3,4,9,33,34,43,45] . 

B하‘er와 Less은 115 oc 에서 uranium-oxygen-water vapour가 상 

대습도에 얼마나 의존하는 가를 연구하였고 

1 a 
k(p) k( ∞) p 

(2.2.24) 

에 따라 계산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해 내었는데 여기서 k는 산 

화율(mg U/cm2 . h)이고 r은 상대습도(%)이다. 

1.0 
-2-... 2.0 + ~ 

K r 
(2.2.25) 

이 식 은 Baker 등[17] 이 언급한 바와 같이 표변에 서 의 반응이 산 

화율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화율은 넓은 범위에 걸쳐(100 oc 에서는 4-90 %의 상대습도 

[33,34], 115 oc 에서는 2-75 %의 상대습도) 습도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써서 여러 습도에 대한 

산화율을 계산한다. 

k = 4.8x 10 13 e-25뼈I!RT mgU/σn 2h (2.2.26) 

Bennett 등[43]의 산화율은 uramum-oxygen 반응에 서 와 마찬가지 

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아마도 알루미늄의 양이 많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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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보인다. jackson 등(4]의 결과는 반대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험 초기에 열처리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대습도 100 %에서 의 uranium -oxygen -water vapour 반웅연구 

도 수행되었고[3，24 ，26，33 ，34，45]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산화 

율을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k = 4.6 X 109 e -17800/RT mgU/cm 2h (2.2.27) 

이 산화율은 100 oc. 2-90 % 상대습도 조건과 비슷한 경향을 보 

이나 낮은 온도영역에서는 100 % 상대습도가 2-90 % 상대습도보다 

더 높다. 

(다) Ritchie 

Uranium -oxygen -water vapour의 반웅을 40-100 oC , 

11-75 % RH 조건에서 연구하였고 다음과 같은 반응식을 얻었으며 

전반적으로 선형형태의 거동을 보였다. 

k = 7.6 x 10 13 e (-26.4k∞I/RTl mg/σn2 · h (2.2.28) 

Moist air 분위기 50, 61 , 73, 81 , 84, 90, 102 oC 에서 3가지의 습도 

에 따라 우라늄의 산화특성을 연구하였다. 어떤 시편의 경우에는 산 

화가 급속히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에 yellow uranium trioxide가 형 

성되었다. Uranium dioxide는 불포화 조건에서 생성되지만 uranium 

trioxide는 포화조건 에 서 만 생 성 [47]되 기 때 문에 yellow uranium 

trioxide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시편 내에 어떠한 형태의 응축이 일어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75 RH, 102 oC 의 조건에서는 웅축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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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었다. 산화율은 상대습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낮은 온도에 서 불순물의 영 향이 나타나는 것 은 nitric acid 

cleaning, electropolishing, mechanical polishing 등 시 편 처 리 는 초 기 

의 oxide를 없애지만 solvent cleaning은 초기 oxide를 그대로 남겨두 

기 때문인데， 이때 이 oxide가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온도에서는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분말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러한 현상이 잘 관찰되지 않으므로 고온에서는 표면처리에 의한 영 

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ranium-oxygen-water vapour의 선 형 적 인 산화는 참고문헌[48] 

과 거의 일치한다 Uranium-oxygen 반응[49]에서처 럼 초기에 

parabolic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했으나 산화실험에 앞선 

preheating 도중에 non-linear 형태의 초기 반응만을 관찰할 수 있었 

다. 산화반응은 상대습도와 무관하게 일어났고 이는 3.7-90 % RH 

100 oc 범위에서 Baker, Less, ürman[ 47]의 결과와 일치 한다. 

(7) Uranium-oxygen 반웅 

순수한 산소(identical to dry air)반응이 라고도 한다. 

uranium • dry air 반웅의 경우 300 oc 이하에서 질소는 우라늄과 반응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온도 영역에서 uranium-dry air 반응은 

uranium -oxygen 반웅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uranium-water 

vapour 반응의 경우라도 water vapour의 함량이 10-20 vpm 정도일 

경우는 dry air로 취급[5이하기 때문에 이 역시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연계하여 생각할 때 uranium -oxygen 반웅으로 생각할 수 있다. 

Uranium-oxygen 반응은 moist airL} water vapour 반응에 비 해 

서 천천히 일어나고 따라서 반응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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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oc 이하의 온도에서는 쉽게 측정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다[511 

Uranium-oxygen 반응은 B하<:er와 Bingle[8]에 의해서 이미 재검토 

가 이루어졌다. 

( 가) McGillivray 

McGillivray 등[51]은 115-350 oc 온도범위와 0-47 

kPa 의 수증기압 moist air 분위기에서 실험을 수행하였고 예전에 보 

고된 자료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온도와 수증기압의 특정배합에 관 

계없이 우라늄의 산화를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새로 개발하였다. 이 

러한 모델의 개발은 산화율의 직접적인 측정이 어렵고， 산화율의 계 

산 또한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하였다. 산화반웅 속도는 온도， 수증 

기압， 그리고 산소압에 의존한다고 하였으며， S1MS를 사용한 표면연 

구로 자신이 제안한 mechanism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제 

안한 모델은 water vapour의 함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dry air(02) 분 

위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는 또한 산화층이 1 μm 정도가 되면 산 

화율은 선형의 모습을 이루고 산화층의 바깥 부분이 계속 균열되면 

서 파쇄에 의해 산화층이 일정한 두께로 유지된다고 보고하였다. 

(나) Bennett 

Bennett 등[52]은 200-300 oc 의 공기 중에 서 조사된 
우라늄과 미조사 우라늄에 관하여 산화실험을 수행하였다. 미조사 시 

편이나 조사 시편의 모든 실험조건에서 reaction kinetics는 하나 또 

는 두 개의 rate constant를 가지는 linear rate law로 표현 가능하다 

고 하였 고， 또한 solid reaction product의 대 부분은 non-adherent 

power 또는 scale 형태였다고 기술하였다. 또 다른 보고서에서 

Bennett 등[5어은 공기중 50-300 oC , 1 기압 하에서 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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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mum에 대해서 산화실험을 수행하였고 산화실험 결과는 linear 내 

지 paralinear 형태라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50 oc 에서의 reaction 

rate와 300 oc 에서의 산화율은 약 106 정도의 차이를 보였고 조사 미 

조사 두 경우 모두 50-75 oc 사이에서 생성된 반응물들은 습도에 
상관없이 adherent하다고 하였다. 200 oc 이상에서 산화층이 파쇄되기 

시작하며 모든 non -adherent 생성물들은 앓고 넓은 조각의 형태를 

띤다 reaction rate의 형 태 인 parabolic , linear 모두 anion diffusion 

에 의해 조절된다고 하였다. 이때 시편의 분말화는 온도상숭을 유도 

하게 되며 또한 온도 상승으로 말미암아 산화율은 더욱 가속된다. 

(다) Ritchie 

Ritchie [53]는 우라늄 산화에 대한 review에서 40-300 

℃의 온도범위에서 reaction rate는 6.9 x 108exp( -l83oo!RT) mg/cm2 

-h 라고 하였다. 또한 우라늄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형태로 산소 

와 반응한다고 하였다. 

u+(혈죠) O2 • U02+x (2.2.29) 

약 200 oc 까지는 x값이 0.2에서 0.4 정도 범위에서 

hyperstoichiometric uranium dioxide 형 태의 산화가 진행 [52，54]되고 

275 oc 이상의 온도에서는 U308도 형성된다. 이러한 사실은 Bennett 

등[5이 이 carbon을 이용한 equilibration 방법과 X-ray 분석을 통 

해 얻은 결과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산화자료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 

다. 

(라) Wa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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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ber[54]는 두 가지 온도영역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CD 100 "C 미만의 산화 

우라늄의 산화반응 초기에는 산화층이 다소 보호적인 역할을 

한다. 산화층이 약 750 A 정도 되면 (이때의 oxygen pickup 늑 10 

μg/c마 ) 산화층 파쇄가 중요해진다. 이때의 파쇄형태는 깊은 틈 형태 

가 아니라 표면에 평행한 납작한 껍질형태이다.U에서 산화된 U02가 

U의 약 1.97배에 이르게되면 파쇄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금속표면 

근처 에 서 는 adhesion이 oxide내 의 cohesion보다 훨 씬 강하고， 이 때 

void는 금속표면에 평행하게 형성된다. 만일 산소의 공급이 지속된다 

면 이러한 void들은 곧 open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 산소의 

diffusion-path length를 현 저 히 감소시 키 는 역 할을 하고 그에 따라 

산화반응은 국부적으로 더욱 빨리 진행된다. 더군다나 crack이 산화 

층의 옆면을 따라 생성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반응이 더욱 더 가속 

화된다. 

(2) 185 oC 이상의 산화 

Wagner는 어떤 반응에서든지 고온에서 활성화에너지가 감소하 

는 것은 소량의 중간단계 화합물이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제안하였고， 

금속 우라늄 산화에서는 tetragonal oxide (U02.33 혹은 U205)가 이 러 

한 중간단계 화합물이 될 수 있다. 금속 속의 불순물이나 제조상의 

차이점은 산화반응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마) Loriers 

Loriers[55]는 크게 세 가지 온도영 역 에 관하여 보고하 

였다. 

CD 140 "C 이하 

FCC U02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때 격자상수는 5.46 A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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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Oxide가 metal을 보호하는 역 할을 하며 확산에 의 한 산화를 

나타내는 parabolic의 거동을 보이나 UO와 같은 lower oxide는 관찰 

되지 않았다. 

(z) 140-240 oc 
X-ray 분석을 통해 격자상수가 5.41 A까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ubic lattice에서 quadratic lattice로의 변형 이 관찰되지 

않았고 이는 UOz 형태의 산화가 일어남을 말한다. 조직을 관찰한 결 

과 두 가지 oxide가 존재하는 것을 알아내었다. 

첫째， 산화과정에서 격자의 수축으로 인해 초기 UOz 막이 파쇄되 

면서 생성된 바깥쪽 oxide 

둘째， 안쪽 산화층은 점점 사라지고 마침내 230 oc 에서는 감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산화거동은 150 oc 근처에서는 parabolic 형태를 띠지만 온 

도가 올라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선형형태를 나타내면서 240 oc 에 이 

르러서는 거의 선형이 된다. 

@ 240 oc 이상 
240 oc 이 상에 서 는 전 혀 새 로운 orthorhombic 형 태 의 U30S이 형 

성된다. 표면 쪽의 산화층은 쉽게 떨어지는데 반해 안쪽의 산화층은 

격자상수 5.41 Å의 cubic compound로 이루어져 있어 금속에 고착된 

상태로 존재한다. 이 온도영역에서는 거의 선형을 나타낸다. 

(바) Leibowitz, 등 

Leibowitz, 둥[56]은 electropolishing 된 우라늄 시 편을 

사용했으며 20-800 Torr의 oxygen pressure와 125-250 oc 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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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uramum -oxygen 반응의 마지막 

단계에서 산화율은 oxygen pressure에 비 례한다는 사실과 125-250 

℃ 온도범위에 대하여 무한압력까지 외삽한 결과 18.3 kcaVmol의 활 

성화 에너지를 얻었고 다음과 같은 산출식을 도출했다. 

k ( ∞ ) = 1.0X10g e- 1細'/RT mgU/cm2h (2.2.30) 

(사) Bennett 등 

Bennett 등[43，57 ，58]은 mechanical polishing 처 리 한 시 

편을 50-300 .C 온도의 바y mr 분위기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들 

은 100 .C를 기준으로 50-100 .C 에서는 18.5 kcaVmol, 100 - 300 .C 

에서는 20.2 kcaνmol의 서로 다른 활성화에너지 값을 제시하였는데 

Leibowitz 등의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아) Baker와 Less 

B하‘er와 Less[9]는 6-240 Torr. 98.5-200 oC 범위에 

서 산화시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산화반응은 불순물에 거의 영향 

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산화율 산출식을 얻어 

내었다. 

k = 7.3 X 10 10 e -2LSYJ/RT mgU/cm2h (2.2.31) 

그들은 또한 150-200 .C 의 온도범 위 에 서 산화반웅이 oxygen 

pressure에 얼마냐 의존적인가를 연구하여 Leibowitz의 결과와 기울 

기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여러 온도에서 대체적으로 잘 맞는 결과를 

얻었다. 그들은 8 Torr(105 .C) 이상 250 Torr(250 .C)이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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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 는 산화반응이 oxygen pressure와 무관하다고 하였다. 

(자) Owen과 Alderton 

Owen과 Alderton[ 44]은 40-100 oc 의 온도범위에서 

마y mr 분위게에서의 산화연구를 수행하였다. 

(차) 연구자들의 결과 비교 

산화 진행형태에 관한 여러 연구자들의 결과들을 보면 

Bessen과 Santon[59]은 초기에 parabolic 형태를 띠다가 후에 선형적 

인 가속을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Kondo 등[6이은 부분적으로 보면 

parabolic 형태를 띠지만 이러한 parabolic 형태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서 전체적으로 선형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Baker， 

Less[61]와 Ritchie[53]도 역시 이들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고했지 

만 Leibowitz 등[62]과 Bennett 등[52]은 초기부터 선형의 증가를 보 

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좀더 빠른 선형적 증가가 나 

타난다고 보고하여서 다른 연구자틀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이견은 각 연구자들마다 사용한 우라늄 시편의 불순물 양이 서로 다 

르고 시편크기와 전처리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reaction rate값이 다르 

게 나올 수도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실험온도에 따라서 산화거 

동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Waber, Leibowitz 둥， Bennett 둥， Baker and Less와 Owen and 

Alderton의 결과를 비교하였더니 대제로 잘 맞는 편인데 Bennet 등 

[43，57 ，58]의 결과는 그들이 언급한 것과 같이 system적인 차이로 인 

해 다른 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43]. 이것은 아마도 표면처리나 시편 

내의 알루미늄의 양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Air와 oxygen 분위기에서 산화연구를 수행한 여러 연구자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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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께 도식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었다. 

k = 6.9 X 108 e -l8300/RT mgU/，σn 2h (2.2.32) 

따라서 위의 식은 40-300 oc 온도범위에서 uranium -oxygen/ dry 

ruf의 산화반응을 가장 잘 설명한 식이라 할 수 있다. 

금속우라늄 산화거동에 대한 활성화에너지를 온도범위와 함께 각 

연구자별로 표 2.2.3에 나타내었다. 

2. 사용후핵연료 산화거동 연구현황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의 초기 공정인 사용후핵연료봉으로 

부터의 핵연료의 취출은 고온 산화법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이에 관 

한 탈피복 및 핵연료 펠렛의 분말화 공정에 필요한 연구는 이미 성 

공리에 수행한 바 있다[63]. 그러나 이 때 사용한 핵연료는 사용후핵 

연료가 아니라， 핵연료가 연소될 때 생성되는 핵분열물질을 ORIGEN 

코드로 예측한 몇가지 화학원소를 기존의 미조사 핵연료 물질에 섞 

어 연료의 형태로 만든 모사 시료(SIMFUEL)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 

를 통해 지금까지 수행된 실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산화거동은 이 

와 같은 미조사 및 모사 핵연료의 거동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 

지고 있다. 따라서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사용후핵연료의 차세대 관리 

공정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실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확한 산 

화거동의 규명이 중요하다. 

우라늄의 산화 중간단계인 준 안정 생성물로의 이산화우라늄은 여 

러 가지 우수한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상용 원자로의 핵연료로 사용 

되고 있다. 따라서 핵연료의 제조와 관련한 정련， 전환 및 U02의 여 

러 가지 특성 연구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 그러나 U02에서 U308 

-89-



Table 2.2.3. Activation Energy of Oxidation of 

Uranium Metal 

Activation Energy 

Researcher Temp.("C) 

kcaVmol kJ/mol 

McGilivray 40 - 350 16 67 

50 - 100 18.5 77.7 
Bennett 

100 • 300 20.2 84.84 

Ritchie 40 -300 18.3 75.6 

B외{er 98.5 - 200 22.5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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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해 가는 산화거동 연구는 비교적 최근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저장과 관련한 과제로 많이 다뤄지고 있다. 

이산화우라늄 핵연료에 대한 산화거동 연구는 크게 미조사 핵연료 

와 조사 핵연료로 나누어지며， 취급 및 실험의 용이성으로 인해 지금 

까지 주로 미조사 핵연료에 대한 산화기구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 

다. 미조사 U02 산화에 대한 기구학적인 연구는 주로 세라믹 핵연료 

개발 및 로 내 연소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수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앞서 언급된 차세대 관리공정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건식개질 기술의 

1995년 연구에서와 같이， 모사 핵연료를 제조하여 이에 대한 산화거 

동을 통해 실제 사용후핵연료의 산화거동을 추론하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64，65]. 이러한 미조사 핵연료의 산화거동연구들에 비 

해， 직접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산화거동 연구는 사용후핵연료로부 

터 방출되는 강한 방사선 때문에 이를 차폐할 수 있는 핫셀이라는 

특수한 시설이 요구되며， 이러한 특수시설 내에 설치된 기기로만 시 

험할 수 있는 제한성 때문에 그 연구결과는 숫 적으로 상당히 제한 

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조사 시료의 산화시험 후 이 를 분석할 수 

있는 특수 방사선 차폐 분석기기의 숫 적인 제한 때문에， 연구의 결 

과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나마 지금까지 밝혀진 사용후핵연료의 산 

화거동도 연구자마다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따라서 현재 전 세계 

적으로 조사효과에 따른 산화거동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다 

지난 수년간 본 연구자를 중심으로 수행된 공기 중에서의 미조사 

및 조사 U02 산화연구결과[66-70]를 종합하여 보변， 사용후핵연료와 

미조사 핵연료의 가장 큰 거동 차이는 조사 핵연료의 경우 초기산화 

가 미조사의 경우보다 빨라지며 2 wt% 무게 증가시점부터 증가가 

현저히 느려지는 특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초기산화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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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핵연료가 조사될 때 U02 기지에 핵분열기체 기포(bubble)가 

형성되어 이 기포가 업계로 이동하여 배치되며， 이러한 업계의 기포 

들이 연결된 통로를 통해 외부의 산소가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이라 

는 이론이 신빙성 있다[71]. 2 wt% 무게증가 부근에서 무게증가 속 

도가 느려지는 거동은， 최근의 연구결과 조사된 핵연료는 U409상이 

형성되어 안정화되어서 U308상 형성이 방해받는 것에 의한 영향 때 

문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72]. 이 기구의 가능성은 핵연료가 조사될 

때 U02 기지 내에서 핵분열생성물과 U02가 고용체를 형성하거나 또 

는 다른 작용에 의하여 U409상이 안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연소 

도가 45 GWD끼\1TU인 조사 핵연료의 U02 기지에는 약 4.5 wt.%의 

핵분열생성물이 존재한다[72]. 이러한 핵분열생성물은 사용후핵연료의 

산화거동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핵연료의 핵분열 

생성물인 Y, La, Nd과 Ca 등은 U02+X상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1,000 oc 이상에서 U308상 형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73]， 300 oc 이하에서 U02에 고용체 첨가물인 Th, La, Y이 

포함된 경우 입방정 구조를 깨지 않고 MO 2.25 - 2.38의 조성까지 산 

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74]. 

3.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를 위한 건전성 열화평가 

전산코드 개발 연구현황 

국내에서는 한국 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저 

장에 따른 지르칼로이 피복관의 산화， 열화거동 및 U02 핵연료의 산 

화거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장기저장에 따른 종합적 건 

전성 평 가를 위 해 평 가 코드(SIECO)가 미 국 PNL의 DATING 코드 

를 근간으로 개발(version 0)된 바 있다. 대학에서의 연구로는 한양대 

학교 연구진에 의해 연소이력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봉 내압 계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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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와 건전성 열화 평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 장기 건식 저장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원자로 내 연소이 

력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 종합적 방법론이나 평가 도구는 현재까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을 위한 캐스크 저장， 볼트 

저장， 사일로 저장기술 등 그 관리에 필요한 기술들이 이미 일부 개 

발 및 상용화되고 있다. 특히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사일로 저장，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헬륨기체냉각 캐스크 저장 둥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각국의 고유한， 특히 후행 핵연료 주 

기 정책의 사회적-기술적 필요 및 기술개발 추이와 전략에 따르므로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종합적 방법론이나 평가 도구는 개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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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정장치 재료 부식시험 연구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에 필요한 각 공정별 장치 재료 

의 부식시험 연구는 활발하게 추진된 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현 

황은 여기에서 기술하지 않는다. 

- 94-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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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1절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 

1. 개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소내저장시설 또는 소 

외저장시설에서 장단기적으로 그 나라의 후행핵연료주기 정책에 의 

거 보관·관리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용후핵연료의 저장법으로는 습 

식저장법과 건식저장법이 있으며 통상 전자의 경우는 소내저장시설 

과 재처리시설을 연계한 소외저장시설에서 채택하는 관리방법이고 

후자의 경우는 일정기간 소내저장시설에서 보관관리 해오던 사용후 

핵연료를 소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한계로 임시 중간저장하는 경우 

에 주로 이용하는 관리방법이다[1-3]. 

그러나 연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이런저 

런 이유로 후행핵연료주기 정책노선을 조기에 결정하지 못하여 그 

장기관리 누적량이 증가하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관리방안의 선정이 

기술적/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후행핵연료주기 정책 

미결정국형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개발을 위하여 자원으로서 가치 

가 있는 PWR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새로운 관리개염을 도입하고 

자 하였으며 본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건식개칠 요 

소기술들에 대한 바방사성 검증시험을 연차별로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건식개질에 의한 차세대 

관리 공정개념은 그림 3. 1. 1에 나타낸 바와같이 Voloxidation에 의해 

분말화된 연료소자(U30S 형 태의 분말)를 LiCl용융염 내부에 넣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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륨금속을 환원제로 한 산화분말의 직접 환원방법에 의한 금속전환 

방법과 리륨금속에 의한 환원에 앞서 산화분말을 염화반응시킨 후 

LiCl용융염 내부에서 리륨금속을 이용하여 환원시키므로써 사용후핵 

연료를 금속으로 전환시키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금속으로 전환된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사출성형단계에서 금속주조를 한 후 관리다발로 

조립하여 관리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직접 환원방법과 염화물 제조후 환원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장단점 

을 살펴보면 첫째 직접 환원방법의 경우는 염화물제조 공정이 빠지 

므로써 장치의 부식현상에 따른 내구성 문제가 덜 심각한 장점을 지 

니고 있는 반면 그 금속전환율에 있어서는 후자의 경우에 비하여 떨 

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본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용융염 회수시 그 

조성의 복잡성과 LizO의 LiCll뀌 용해도가 낮으므로써 전기분해 방법 

에 의한 리륨의 회수시 약간의 난제가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한편 염화물 제조후 환원단계를 거치는 후자의 경우는 금속전환율 

에 있어서는 직접 환원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 폐용융염의 회수 

공정에서 조성의 단순화로 리륨회수가 보다 용이할 가능성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식성이 강한 염소기체를 취급하므로써 종국적으로는 

핫젤운전에 임해야 할 본 공정의 유지보수 문제가 크게 대두될 소지 

가 있다. 따라서 두 공정 중 하나의 선택은 전환율과 폐용융염내 리 

륨회수의 효율성을 파악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1. 1은 본 공정 에 의 해 서 초기 농축도 3.5 % U-235 연 료를 

3,715 GWs/kg. U으로 연소시킨 후 5년간 소내저장시설에서 냉각시 

킨 PWR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전환시켜 관리할 때 기대되는 관리체 

부피， 붕괴열， 방사능 측면에서의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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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Effect of the Application of Molten Salt 

Technology on Spent Nuclear Fuel Storage 

Before After 
Item 

Application 
. Bulk volume of PWR spent 160 

fuel assembly (L) 

. Decay heat (W/assembly)1) 1066 

. Rad.ioactivity (Bq/assembly)ll 11.8 x 10 

Application 
32ι) 

567 

5.8 X 1015 

1) Based on PWR spent nuclear fuel of 3.5 % U-235 initial 

enrichment, 3,715 GWs/kg • U bum-up, and 5 year cooling. 

2) This volume was calculated by using the density of uranium 

metal. 

본 절에서는 상기한 연구개발의 취지아래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을 위한 연차별 중장기 연구계획 중 당해년도 

연구개발 항목인 모의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리륨에 의한 금속전 

환 기술개발， 탈피복관에 부착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구성물질(사용 

후핵연료 총 양의 0.1 %이하)들 중에서 유효원소들의 회수를 위한 

용매추출 특성， 고온 용융염 금속전환장치 및 금속저장체의 핵임계안 

전 해석， 그리고 금속저장체의 열해석에 대한 당해년도 연구결과들을 

소개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본 과제관련 위탁연구의 일환으로 당해 

년도 4월부터 추진 중인 리륨을 포함한 다성분 용융염으로 부터 전 

기분해법에 의한 리륨회수 기술개발 중간결과를 수록하였다. 

2. 모의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 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리륨에 의한 고온 용융 금속전환 단위공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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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기술에서 1995년도에 수행한 바 있는 

Voloxidation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탈피복 분말화 단위공정과 1996 

년도에 수행한 바 있는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염화물 전환 단위 

공정과 더불어 중요한 단위공정 중의 하나이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기술 개발의 목표인 사용후핵연료의 부피감용과 고방열 

성 핵종인 Cs과 Sr의 선택적인 제거를 위해서는 리륨용융염 환원공 

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 단계가 필히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용융환원은 분말화된 사용후핵연료를 

염화물로 전환하고 이 염화물들을 Li에 의해서 금속으로 환원시키는 

방법과 LiCl 용융염을 매질로 하여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을 직접 Li 

에 의해 환원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전자는 염화물 

전환으로 인하여 용융환원공정에서 사용후핵연료 분말들의 저온 용 

융취급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후자는 전자에 비해 

서 고용이긴 하지만 염소의 사용이 배제되므로써 장치의 내부식성으 

로 인해 훨씬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직접 Li에 의하여 환원시킬 

때의 반응특성을 규명하고 환원공정의 장치구성과 최적의 운전조건 

등을 실험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U02 소결펠렛을 산화시켜 만든 U30S 분말을 주원료로 한 모의 사용 

후핵연료 분말을 가지고 환원실험을 하였고， 모든 실험은 Ar분위기를 

이루는 글로브박스 내에서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모의 사용후핵연 

료 분말을 직접 Li에 의해 환원하여 금속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가 

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몇가지 변수들이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Li 환원 실험에 

대한 이와 같은 결과들은 차기년도에 이어질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의 Mock-up설계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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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 험 

(1) 실험 장치 

Li 용융환원에 의한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금속전환 

실험은 ‘96년도에 염화물전환 실험을 위하여 제작한 장치를 약간 개 

조하여 수행되었다. 실험장치는 가로， 세로， 높이의 크기가 각각 0.78 

m , 0.60 m , 0.80 m 인 동일한 크기의 글로브박스 두 개와 그 외의 

부속장치들로 구성시켰으며 이의 구성도는 그림 3. 1.2와 같다. 

U308-Li-LiCl 계의 금속전환은 용융염으로 LiCl을 사용하기 때문 

에 이들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대기중 수분과의 직접접촉을 방 

지해야 하며， 또한 환원제로 이용하는 Li의 공기에 의한 산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불활성 기체분위기에서 반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 

서 반용기를 글로브박스 내에 설치하고 글로브박스 내부는 아르콘분 

위기가 되도록 하였으며 이 때의 수분 및 산소의 함량은 각각 0.1 

ppm 이하， 0.5 ppm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Li 환원 반응 

이 수행되는 글로브박스(II) 하부에는 직경 0.15 m , 깊이 0.70 m의 우 

물형 흠을 만들고 여기에 반응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 우물형 

흠 외부에는 용량 5 kW의 Kanthal선 가열기를 설치하여 PID 온도조 

절기로서 반응온도를 상옹에서 약 1,000 oc 까지의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다른 하나의 글로브박스(I) 내부에는 화학 

저울을 설치하여 아르곤 분위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모든 시료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준비된 시료들은 두 개의 글로브박스 연결 

부의 압착식 개폐문을 통하여 외부와의 기밀을 유지하면서 글로브박 

스(11) 내의 반응기 에 이송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반응기는 내경이 75 mm, 길이는 80 mm이고 SUS 304 재질로 제 

작되었으며， 그림 3.1.3과 같다. U308-Li-LiCl 계의 고온 용융환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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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는 LiCl 용융염 중에서의 반응물 및 생성물들의 밀도차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들의 완전혼합을 위해서는 빠른 속도의 교반이 펼요 

하므로 반응기 상부에 최대 1,200 rpm까지 교반이 가능한 교반기 

(EYELA -2100)를 부착하고， 스테인레스 강 재질로 제작한 직경 40 

mm의 3-blades propeller를 사용하여 교반시켰다. 반응기내부의 원 

주상에는 반웅물들의 교반에 의한 Vortex를 방지하기 위하여 두께 5 

mm, 길이 60 mm의 Baffle 4개를 90。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이 반 

응기를 다시 내경이 80 mm, 길이 450 mm의 스테인레스 강 바스켓 

에 넣어 글로브박스 하부에 위치한다. 바스켓 상부를 플랜지로 연결 

하여 반응기를 외부로 부터 밀폐시키며，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아르 

곤가스의 불활성 기체 분위기를 이루도록 아르곤 가스 공급관과 배 

출관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반응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 환원제인 

Li을 공급하기 위하여 직경 20 mm의 알루미나 관을 설치하였다. 

한편 반응기가 들어 있는 바스켓의 외부에는 가열기를 설치하여 

반응에 펼요한 열을 공급하였으며， 반응기 상부와 글로브박스 연결부 

위의 지나친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열로 상부에 자켓을 설 

치하고 여기를 통하여 냉각수를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글로브박스 내부에는 소형 송풍기를 설치하고， 이를 글로브박스 

외부의 기체 정제장치에 연결하여 글로브박스 내부의 기체를 순환시 

키므로써 글로브박스 내부가 항상 고순도의 아르곤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시 료 

실험에 사용한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은 다음과 같이 사 

용후핵연료를 구성하는 원소들 중에서 대표적인 원소들만을 포함하 

도록 몇가지 시약들을 혼합하여 만들었다. 우선 우라늄의 초기 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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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 %인 PWR 핵연료를 43,000 MWD/l'v1TU로 연소시키고 이를 1 

년간 습식 냉각했을 때의 사용후핵연료의 조성을 ORIGEN 2 코드로 

계산하였다(표 3.1 .2). 계산한 각각의 원소 조성들 중에서 주기율표상 

의 IA족에서는 Cs을 대표원소로 하고， IIA족에서는 Sr을， IIIB족에서 

는 Zr을， 란타나이드계열에서는 Nd을， 액티나이드계열에서는 U을， 그 

리고 VIII족에서는 Pd을 대표원소로 선택하고 이 원소들이 포함된 화 

합물들을 ORIGEN 코드에서 계산한 사용후핵연료 조성비율에 따라 

혼합하여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만들었다. 사용후핵연료 구성원 

소들 중에서 고 방열 핵종인 Cs과 Sr을 포함시킨 이유는 모의 사용 

후핵연료 분말의 Li에 의한 금속으로의 환원과정에서 이들의 제거율 

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섬층 분석해 보기 위함이다. 

U308을 제외한 모든 화합물들은 Johnson -Matthey사의 GR급 시 

약이었으며， U308 분말은 미조사된 U02 펠렛(!þ 12.2 mm x L 15.8 

mm)을 400-600 oc 의 공기분위기에서 산화시켜 만든 것이었다. 

한편 환원제인 Li 금속은 J ohnson -Matthey사의 펠렛형 Li (크기 : 

2-5 mm)이었고， LiCl은 Fisher사의 순도 98.7 % 시약이었다. 이들 

시료들은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공기 중의 산소 및 수분에 의하 

여 산화 또는 용해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앞 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 

이 아르곤분위기의 글로브박스(I) 내에서 무게를 측정하고 반웅기에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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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Composition of Simulated Spent Fuel Powder1
) 

Typical Calculated Used Inclusive Weight 

element composition2) compound weight (g) fraction (%) 

Cs 0.0041 CsI 0.8156 0.66 

Sr 0.0031 SrO 0.3730 0.30 

Zr 0.0046 Zr02 0.6322 0.51 

Nd 0.0133 Nd203 1.5786 1.27 

U 1.0000 U308 120.0000 96.70 

Pd 0.0059 PdO 0.6906 0.56 

Total 124.0900 100.00 

1) Based on initial enrichment of 3.5 % U-235 with burn-up of 

43,000 MWD/MTU and cooling time of 1 year. 

2) Relative composition based on uranium calculated by using 

ORIGEN 2. 

(3) 실험 방법 

모든 실험은 U308 120 g을 기준으로 하였고， 반응온도， 환 

원제인 Li의 첨가량， 그리고 용융염인 LiCl의 양 등을 실험 변수로 

하여 수행하였다. 표 3. 1.3에 각각의 변수들과 실험 조건들을 요약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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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3. Experimental Conditions in Reduction of 

Simulated Spent Fuel 

모의 사용후핵연료분말 (g) 

반응 온도 ("C) 

Li 첨 가량 (Li!U equiv.) 

LiCl 양 (g) 

반응 시간 (h) 

아르곤 기 체 유량 (mL/s) 

교반 속도 (rpm) 

124.09 

630 - 830 

1.0 - 1.4 

60 - 150 

1 - 4 

3.3 

1200 

실험 방법을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시료 

를 반응기에 넣어 이것을 글로브박스 내에 넣고 글로브박스의 모든 

개폐구를 차단하여 외부공기의 유입이 없도록 한다. 다음은 진공펌프 

및 밸브를 조작하여 아르곤 가스의 공급/배출을 10여차례 실시하여 

글로브박스 내부를 순수 아르곤 분위기로 만든다. 사용후핵연료 분말 

시료가 담긴 반웅기에 글로브박스(I) 내부에서 준비한 LiCl을 첨가한 

다음 반응기를 다시 바스켓에 넣어 글로브박스(I1) 하부의 가열로 중 

앙에 설치한 후 반응기를 가열하기 시작한다. 이후 계속해서 아르곤 

가스를 3.3 mL/s의 유량으로 공급하여 반웅기 내부가 순수한 불활성 

기체 분위기가 되도록 한다. 반응기의 온도가 상숭하여 설정온도에서 

안정화되면 글로브박스(I)에서 미리 준비해 둔 Li 금속을 반응기 상 

부의 알루미나 관을 통하여 주입하고 교반을 시작하여 환원반응이 

일어나도록 한다. 설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가열을 중단하고 상온까지 

냉각시킨다. 

실험이 끝나면 글로브박스로부터 반응기를 해체하고 반응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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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성물들을 분쇄하여 회수하였다. 이들의 분석을 위하여 먼저 생 

성물을 증류수에 용해시켜 미반응 Li 및 LiCl, 그리고 생성된 LizO 

등의 수용성 물질들을 고체 생성물로부터 제거하였다. 이렇게 얻어 

진 고체 생성물들을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하고 여과/진공건조 후 

XRD 및 TGA 분석에 의하여 우라늄으로의 금속전환율을 구하였으 

며， 우라늄 이외의 원소들의 경우 질산용액에 용해하여 유도결합 플 

라스마 원자방출 분광분석기 OCP-AES)에 의해 분석을 행하였다. 

나. 결과 및 고찰 

Li 환원반응에 의한 생성물은 금속으로 환원된 원소들을 비 

롯하여 Li, LiCl, Li20, 그리고 미전환 모의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 

등이 서로 혼합된 고체상태로 존재한다. 실험이 끝난 후 상온으로 

냉각된 생성물들의 형태를 살펴보면， 상부에는 LiCl층이 앓게 존재하 

였고 하부로 갈수록 LiCl과 환원된 금속들의 입자들이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였다. 실험결과의 분석을 위하여 생성물을 분쇄하여 반응기로 

부터 회수하고， 이들을 증류수에 넣어 Li 및 그 화합물들을 용해시켜 

생성물로부터 제거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고체 생성물들은 1-2 mm 

정도 크기의 비교적 큰 고체입자와 미세분말형태의 미립자로 침강속 

도를 이용하여 재분리 하였다. 

이 물질들을 XRD에 의해 분석한 결과， 그림 3.1.4 및 3. 1.5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비교적 굵은 입자들은 우라늄 금속으로 판명되었으며， 

미세분말 형태의 입자들은 우라늄 금속과 U02의 혼합물질임이 판명 

되었다. 

우라늄 금속으로의 전환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시료들의 공기중 재 

산화에 의한 무게이득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우라늄 금속과 U02분말 

을 산화시키면 반응식 (3.1.1 ) 및 (3. 1.2)와 같이 최종적으로는 U308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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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산화하며 이 때의 무게증가율은 순수한 우라늄금속일 경우 

17.93 %이며， 순수한 U02 분말일 경우에는 3.95 %가 된다. 

3U+402 • U308 (3. 1.1) 

3 U02 + 02 • U308 (3 .1 .2) 

따라서 실험결과 얻은 물질들이 모두 우라늄과 U02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면 TGA분석에서의 무게증가량으로부터 우라늄 금속과 

U02의 조성비를 각각 계산할 수가 있다. 

TGA 분석결과의 일부를 각각 그림 3.1 .6 및 3. 1.7에 나타냈다. 그 

림 3. 1.6은 금속성 물질의 TGA 곡선으로서 산화후의 무게증가량이 

약 17.9 %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구성된 물질들이 모두 우라늄 금속 

이라는 것을 재확인 하였으며， 그림 3. 1.7은 미세분말형태의 물질들에 

대한 TGA 곡선으로 그 무게증가량이 약 12 %이므로 우라늄금속 함 

량이 약 58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조건의 범위에서 전체적인 

환원율은 대략 70-96 %사이의 값이었으며 순수한 금속으로의 100 

% 전환에 소요되는 반응시간은 장시간을 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생성물 중에는 우라늄 이외에 Pd, Zr 등의 금속 전환체들이 함유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XRD 분석에서는 우라늄이외의 금속 

들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그 이유는 우라늄 

이 생성물의 대부분(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중의 U308 기준으로 약 

97 %)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량 함유되어 있을 다른 금속들이 발견되 

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우라늄 이외의 금속들을 좀더 정 

밀분석하기 위하여 생성물을 질산용액에 용해시켜 화학분석을 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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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분석 결과，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 중에 포함되었던 원소이 

외에 Fe, Ni , Cr 등이 미량 검출되었는데 이들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스댄얀레스 강 재질의 교반기가 생성된 금속 입자들과의 충돌에 의 

하여 마모되어 혼입 되었거나 아니면 우라늄 금속과의 공용융 합금 

체를 형성하여 용융염내로 용해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동일한 스테 

인레스 강 재료를 사용한 반응기는 여러 차례의 실험 후에도 외관상 

변형이 없었으나， 4-5차례의 실험후 심각한 마모현상이 교반기에서 

발견되었으며 최초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을 때보다 70 %정도의 크기 

로 작아졌다. 그러므로 Li 환원반웅시 사용되는 반웅기의 재질로는 

스테인레스 강을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나， 교반기의 재질 

로는 Mo-W합금 또는 탄탈륨 등과 같이 우라늄합금 생성을 억제하 

거나 아니면 고온 부식이 덜 심각한 재질로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1) 환원 속도 

Li에 의한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환원반응시 요구되는 

적절한 반응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1시간 간격으로 4차례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 1.8과 같다. 그림 3. 1.8은 모의 사용후 

핵연료 분말중의 U308의 양이 120 g , LiCl은 90 g , 환원제로 첨가한 

Li의 양은 우라늄과의 몰당량비로 1.2, 그리고 반웅온도 780 oc 일 때 

의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시간 1시간까지의 환원율 

은 75 % 수준이며， 그 이후의 환원율은 3시간 동안 약 15 % 증가에 

지나지 않으므로써 금속 전환율 100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을 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운전방법의 개 

선이나 장치 구조상의 변경을 꾀하므로써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차기년도의 Mock-up 장치시험에 

-115-



100 

• 
80 

~、---ι、
60 ’1 

Q) 
;>< 
。딩 

검tgQjt 
40 I I U30 g = 120 g 

L iIU = 1.2 
LiCl = 90 g 
Temp.= 780 oC 

I I 
20 

O 
O 2 3 4 5 

Time (h) 

Fig.3. 1.8. Reduction Yield ofUranium as a Function ofTime. 

-116-



서 해결토록 할 것이다. 

상기 조건에서의 최대 환원율은 반응시간 3시간에서 91 %의 값을 

나타냈으며 회분식 운전조건에서의 Li 환원반응에 의한 금속 전환율 

측정실험에서 그 반웅시간으로는 대략 3~4 시간이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모든 실험변수에 따른 환원율 측정 실험에서 3시간을 

반응시간으로 하여 비교 평가 하였다. 

(2) 온도의 영향 

우라늄 금속을 얻기 위한 우라늄 산화물의 Li 환원법은 다 

른 방법들과 벼교하여 볼 때 비교적 저온에서 반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라늄 산화물의 Ca이나 Mg 

에 의한 환원방법에서는 1,100 ~ 1,300 oc 정도의 높은 반응온도가 요 

구되는 반면에 [4] Li 환원법은 용융염 매질인 LiCl의 용융점 610 oc 

이상이면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630 oc 를 

최저 반응온도로 설정하고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환원반응시 온도에 

따른 환원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50 oc 간격으로 830 oc 까지의 온도 

범위에서 실험을 하였다.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중의 U308의 양을 

120 g , LiCl을 90 g , 환원제로 첨가한 Li의 양은 우라늄과의 몰당량비 

로 1.2, 그리고 반웅시간을 3시간으로 하였을 때의 실험결과를 그립 

3. 1.9에 나타냈다. 반응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환원율이 약간씩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환원율은 대략 83-92 %의 값들을 보이고 있 

다. 

(3) Li 첨가량의 영향 

모의 사용후핵연료분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U30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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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는 8.3 kg/L인 반면에 환원제인 Li의 용융상태에서의 밀도는 

0.54 kg/L 이하로서 그 차이가 15배 정도에 달하며 이들의 반응이 점 

도가 높은 LiCl 용융염(용융상태의 LiCl의 점도 0.011 ~0.018 g /C 

m. s)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반웅물들의 혼합이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그러므로 가능한한 균일한 혼합을 이룰수 있도록 교반속도를 

최대속도인 1,200 rpm으로 하였으나 완전혼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상태에서 높은 환원율을 얻기 위해서는 반웅 

당량비 이상으로 과량의 Li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적 

절한 Li의 첨가량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1. 10에 

Li의 양을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중의 우라늄과의 당량비로 1.0, 1.2, 

1.4로 첨가했을 때의 실험결과를 나타냈다. 그림에서와 같이 Li의 첨 

가량이 적을 때에는 환원율이 비교적 낮으며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환원율은 높아지게 되어 당량비 1.4일 경우 최대 96%까지의 전환율 

을 나타냈다. 이는 예상했던 바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첨가해야 할 Li 

의 양은 우라늄과의 당량비로 1.2- 1.4배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4) LiCl의 영향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Li에 의한 환원은 LiCl 용융염 

내에서 다음과 같은 반웅식에 의해 일어난다. 

MmOn + 2n Li = n LizO + m M (3.1.3) 

이 때 생성되는 LbO를 LiCl 용융염에 충분히 용해시키기 위해서 

는 LiCl의 첨가량을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나 이럴 

경우 MmOn의 입자와 용융 리륨금속의 접촉 빈도수가 줄어 들어 환 

원속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분말형태의 산화물과 Li 

액체금속의 혼합을 원활히 하여 환원율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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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매질로서의 적절한 LiCl의 양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LiCl의 양이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므로써 적절한 LiCl의 첨 

가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LiCl의 첨가량을 변화시키며 실험을 수행하 

였다. 

그림 3. 1.11 에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중의 U308의 양이 120 g , 첨 

가한 Li의 양은 우라늄과의 몰당량비로 1.2, 반응온도는 780 oC , 그리 

고 반응시간 3시간일 경우의 실험결과를 나타냈다. 그림에서와 같이 

LiCl 첨가량 90g을 전후하여 금속전환율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냈으며 이로 부터 LiCl의 적절한 첨가량은 U308 120 g당 

LiCl 90 g 전후로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성비임을 발견하였다. 

LiCI의 양이 적을 때 전환율이 낮은 이유는 용융 LiCI의 부피가 

작아서 모의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들이 모두 용융염상 내부에 원활 

히 잠기지 못하므로써 반웅물들의 혼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으로 생각하며 이 경우 반웅이 끝난 후 상온으로 냉각시킨 고체생 

성물의 형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보면 마반응된 산화분말들의 덩어 

리가 불규칙한 형태로 뭉쳐있는 사실로 부터 반응물들의 혼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iCl의 첨가량이 90 g 

을 상회하는 범위에서 전환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과잉으로 첨가한 

LiCl 용융염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라늄산화물 분말들과 Li의 

접촉기회를 방해하므로써 일어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5) 핵분열생성물들의 환원율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 기술개발의 목표는 사용후 

핵연료로 부터 고 방열 핵종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냉각부하량을 

1/2이하로 감소시키고， 금속 저장체로 전환하여 저장부피를 1/4로 축 

소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Li 용융환원 공정에서 고 방열 핵종인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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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Sr의 산화물들이 금속으로 환원되지 않고 얼마나 용융염중에 잔 

류할 것언가 하는 것은 초미의 관심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우라늄과 

귀금속 계열 그리고 전이금속 산화물들의 반응식 (3. 1.3)에 의한 리륨 

환원 반응에서 겁스자유에너지 변화량(- lI. GO)은 양수 값을 나타내므 

로 리륨금속에 의해 금속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크지만 알카리 금속 

및 알카리 토금속 계열들의 산화물들은 용융매체언 LiCl과 치환반응 

에 의해 염화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산화물 그 자체로 유지하면서 

LiCl 용융염상에 존재한다. 이라한 면에서 Li을 이용한 환원공정에 

서는 고방열 핵종인 Cs과 Sr의 선택적 제거가 용이하리라는 것을 예 

측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제거율을 정량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Li환 

원 실험결과로 얻은 금속생성물들을 질산용액에 용해시켜 화학분석 

을 수행하였다. 

그림 3. 1.12에는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중 각 핵분열생성물들의 

금속전환율을 우라늄의 금속전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치로써 도 

시하였다. Cs은 금속으로의 상대전환율이 약 2 %로서 거의 환원이 

되지 않고 용융염중에 잔류하게 되며， Sr의 경우에는 7.4 %로서 금속 

으로 소량 환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Li 환원공정에서 

Cs과 Sr을 금속 저장체로부터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그외의 원소들을 살펴보면 Pd은 115 %로서 환원성이 우라늄보 

다 매우 크며， Zr이 70 %, 그리고 Nd이 18 %의 상대전환율을 보이 

고 있다. 이 결과는 문헌[5，6] 및 열역학적인 관점에서 예상하였던 바 

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Nd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환 

원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아직 밝히지는 못하였지만， 최근 

의 Ackerrnan 등[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Nd203가 다음 반응식과 같 

이 LizO와 반응하여 복합산화물을 형성한 후 LiCl 용융염내에 용해되 

기 쉬운 물질로 변한다는 것에 기언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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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203 + LizO = 2LiNd02 (3.1.4) 

다. 종합검토 및 향후 연구계획 

당해년도의 연구항목인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리륨에 의한 금 

속전환 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율에 대한 반웅온도의 영향은 부 

스터 (booster)로 첨가하는 염화리륨의 용융점 이상의 온도범위 

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금속전환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고는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하다. 

- 우라늄에 대한 리륨의 첨가비는 몰당량비로 1.2배가 적당하다. 

- 부스터로 첨가하는 염화리륨의 첨가비는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리륨에 의한 금속전환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U30S 중 

량대비 염화리륨의 첨가량을 3/4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리륨에 의한 금속전환시 고 붕괴열 핵종인 

세숨과 스트론륨의 선택적 제거율은 각각 98 %와 93 %정도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에 대한 비방사 

성 예비검증 시험에서 리륨용융염 공정에 의한 PWR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 기술은 적어도 각 단계별 실험실적 반응성 측면에서는 어 

떠한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공학적 측면에서의 공정장치 

운전성 시험은 Mock-up시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3. 잔존 우라늄 회수기술 개발 

건식개질공정중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분말화 과정에서 피복관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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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하는 핵연료물질 회수를 위하여 U02의 질산용해실험， 우라늄의 

옥살산 침전결정화실험 및 옥살산 침전여액에서 우라늄의 용매추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종래의 질산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탈피복 습식용해공정은 연료 

물질회수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회수율 99.95 %) 

알려져 있으며 이 방법에 옥살산 침전결정화법을 도입하면 고 방열 

핵종인 Cs과 Sr의 선택적 제거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따 

라서 건식개질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1995년에 비이커 시험에 의한 

U02 펠렛 및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질산에 의한 용해실험과 옥 

살산에 의한 우라늄의 침전결정화 실험을 수행하여 최적의 조건을 

구한 바 있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규모의 질산용해장치 

빛 옥살산 침전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95년도 연구결과인 최적 조건 

의 확인 실험을 수행함과 동시에 여기에서 발생된 옥살산 침전여액 

으로부터 용매추출법을 이용하여 잔존우라늄을 추가로 회수하는 연 

구를 하였다. 

추출제로 원자력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TBP와， 6가， 4가 및 

3가의 액티나이드물질에 대하여 추출성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 

려 져 있는 octyI(phenyI)-N,N-carbamoylmethyl phosphine oxide 

(CMPO)를 사용하여 각각의 용매추출 특성을 조사하였다. 

가. U02 펠렛의 질산용해 및 옥살산침전 

(1) 실험 

U02 펠렛의 질산용해장치는 U02 펠렛 용해를 위한 barrel, 

용해액 이송을 위한 slab 질산용해중 발생되는 NOx의 냉각 및 질산 

과 수증기의 응축을 위한 웅축기， NOx의 흡인 및 흡수를 위한 water 

aspirator, 반응 종말점 확인을 위한 밀도변화 측정용 차압계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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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3.1 .13 및 그림 3. 1. 15와 같다. 

우라늄의 옥살산침전 반응기는 약 1.5 L의 원통형 유리용기， SUS 

304로 만든 4개의 방해판 및 6 개의 블레이드가 달린 교반기를 사 

용한 교반 반웅기 로 그림 3.1.14 및 그림 3. 1.16과 같다. 

질산용해실험에 사용한 모의 사용후핵연료는 초기 우라늄 농축도 

3.5 % 인 PWR 핵연료를 43,000 MWD짜1TU로 연소시키고 1년간 습 

식 냉각했을 때의 조성을 ORIGEN 2 코드로 계산한 각각의 원소들 

중에서 IA족에서는 Cs을 대표원소로 하고， llA 족에서는 Sr을， illB 

족에서는 Zr을， 란탄나이드 계열에서는 Nd을 액티나이드 계열에서는 

U을， VDI족에서는 Pd을 대표원소로 하여 이들이 포함된 화합물틀을 

계산된 각각의 조성비율[8]로 혼합한 것이었다. 용해실험에 사용한 각 

원소들의 화합물 및 조성은 표 3.1.4와 같으며 여기서 사용한 U02는 

지르칼로이 피복관(φ 12.3 x 32 mm)에 넣은 U02 펠렛(φ 12.2 x 

15.8 mm)이다. 

비이커 시험에서 얻어진 최적의 조건인 질산 농도 6 M , 용해온도 

90 oc 에서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질산용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1 회 

U02 펠렛의 용해량은 약 760 g 이고 이때 사용한 6M의 질산량은 

2.4 L 이다. U02 펠렛을 넣은 지르칼로이 피복관을 SUS 304 재질의 

철망에 넣어 U02 펠렛 용해후 그것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하였다. 

질산용해시， 질산용해중 발생되는 NOx 의 흡인 및 흡수를 위한 

water aspirator의 흡인 압력 을 3.6 - 3.0 cm Hg, 차압 측정 을 위 한 

공기 주압량을 0.02 L/s로 설정하였다. 공기 유입에 의한 교반효과로 

slab내 용액 상하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공기 주압량을 

설정하였다. 

비이커 시험에서 얻어진 최적의 조건인， 옥살산 농도 1 M , 우라늄 

에 대한 옥살산의 당량비 1.7에서 옥살산에 의한 우라늄침전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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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5. Photograph of U02 Dissolution System. 

Fig. 3.1.16. Photograph of Oxalate Precipi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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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4. Chemical Composition for Dissolution Experiment 

Element Used Compound Weight (g) Element Composition 

Cs Csl 5.36 0.0041 

Sr SrO 2.45 0.0031 

Zr Zr02 4.16 0.0046 

Nd Nd20 3 10.38 0.0133 

U U02 758.47 1.0000 

Pd PdO 4.54 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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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으며 1회 침전에 사용한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질산용해액은 

200 mL 이고 용해액의 조성은 표 3.1 .5와 같다. 

옥살산 침전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상온에서 질산용해액을 

교반하면서 1 M 옥살산 용액을 0.21 mL/s의 속도로 가하여 우라늄 

을 침전시키고 이것을 상온에서 하루 밤 방치후 여과하였다. 

ICP/AES를 사용하여 각 원소들을 분석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UOz 펠렛의 용해시간은 온도 90 oc 질산 농도 6M의 용 

해조건에서 13 시간전후로 추정 되었다. 당초 우라늄 용해에 의한 용 

해액의 밀도증가에 따른 용액 상하부간의 차압변화로 반웅종말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반응종말점 부근에서 차압의 

변화가 반응기내의 수면요동에 의한 차압의 섭동현상을 충분히 상쇄 

할 만큼 크지 못하였기 때문에 반응종말점 확인에 실패하여 반웅진 

행중 반응기를 개폐한 후 육안으로 반응종말점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파일롯 규모 이상의 반응기가 되면 용액 상하부의 차압측정 지점간 

의 높이차 증가에 따른 차압의 증가는 이러한 섭동현상을 충분히 상 

쇄시켜 반응종말점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질산 농도 6 M, 온도 90 oc 의 조건에서 모의 사용후핵연료 780 g 

을 6M 질산 2.4 L로 용해시켰을 때 질산용해액의 우라늄 농도는 

약 270 g /L, 자유산도는 약 3 N로 나타났으며， 용해액의 조성은 표 

3. 1.5와 같다. 질산용해시 불용성 잔유물은 약 0.5 %이고 잔유물의 조 

성은 38.1 % Zr, 26.4 % Pd, 1.6 % U과 기타 원소들로 되어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험결과로 얻어진 용해추정 시간은 13시간 

전후로 비이커 시험에서 얻어진 UOz 펠렛의 용해시간 11.3 시간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불용성 잔유물은 0.5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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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사용했을 때의 비이커 시험결과에서 얻어 

진 잔유물 0.6 %와 잘 일치하며， 용해시 소모된 질산과 U02와의 당 

량비는 2.8 로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사용한 비이커 시험에서 얻 

어진 당량비 3.2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장치에 따 

른 질산의 냉각효과， water aspirator의 흡인 압력차이 둥에 의한 질 

산 이용율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라늄에 대한 옥살산의 당량비 1.7, 옥살산 농도 1 M, 상온의 침 

전조건에서 옥살산에 의한 우라늄의 침전결정화 실험에서 얻어진 우 

라늄의 침전회수율은 약 96%이고， 이때 Cs의 제거율은 약 80 %며 

Sr, Pd 은 대부분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조건에서의 비 

이커 시험에서 얻어진 우라늄 회수율 약 97 %, Cs 제거율 약80 %, 

Pd 제거율 약 97 %. Sr 제거율 약 100 %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옥살산 침전여액중의 우라늄 농도는 약 3.8 g /L, 질산농도는 

1.83 M, 옥살산 농도는 0.25 M로 나타났으며 침전여액의 조성은 표 

3. 1.6과 같다. 

나. 옥살산 침전여액중의 잔존 우라늄 용매추출 

(1) 실험 

용매추출 실험에서，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질산용해 및 옥살 

산 침전실험에서 얻어진 옥살산 침전여액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펼 

요에 따라서 희석하거나 질산 농도 및 옥살산 농도를 조절하여 사용 

하였다. 

용매추출에 사용한 추출제 TBP(Aldrich. 98 %)를 다음과 같이 정 

제하여 사용하였다. TBP를 0.25 M Na2C03 수용액으로 2회 세척， 

0.05 M HCl 수용액으로 1회 세척， 증류수로 1회 세척한 다음 상분리 

기 (phase separator)로 층분리시켰다. 이때 TBP와 각 세척 수용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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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 .5. Composition of U02 Dissolved Solution 

Element Concentration (g/L) 

U 265.6 
Cs •.4 

Sr 0.5 
Nd 3.7 
Zr <0.0• 

Pd 0.696 
Free acidity 2.76 N 

Table 3. • .6. Composition of Filtrate from Oxalate Precipitated Solution 

Element Concentration (g/L) 

U 3,749 
Cs 380 
Sr 284 
Nd 85 
Zr <5 
Pd 284 

HN03 • .83 M 
H2C20 4 0.25M 

-134 -



부피비를 1 : 1로 하였다. 

추출제 octyl(phenyl) -N,N • carbamoylmethylphosphineoxide 

(CMPO)는 EIchrom사 제품(순도 99.9 %)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희석제 dodecane으로 미국 Aldich사 제품(98 %), 옥살산은 독일 

Merck사 제품(99 %, A.C.S. reagent) , 탄산 나트륨은 일본 Ishisu사 

제품(99 %, Extra Pure) , 탄산 나트륨은 일본 Junsei사 제품(1급) , 질 

산 및 염산은 독일 Merck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용매추출에 사용될 수용액과 같은 매질 즉， 금속원소가 제외된 동 

일 농도의 질산 및 옥살산 농도의 수용액과 용매추출시와 같은 조건 

의 혼합시간 및 온도에서 평형조건 (pre-equilibration)에 이르도록 한 

다음 일정량의 유기상 용액을 취하여 용매추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용상 5 mL와 유기상 5 mL를 시험관에 넣어， 25 oc 를 유지하는 

항온 진탕기에서 20분간 교반하여 금속이온이 분배 평형에 도달하게 

한 다음， 하루 밤 방치하여 분리된 수용상의 일부(4 mL)를 취하여 

원섬분리 (3，000 rpm , 30분)에 의하여 한번 더 상 분리를 한 다음 일 

정량의 수용상을 취하여 수용상의 금속원소를 분석하고， 처음 수용상 

의 금속 농도와 용매추출후의 수용상의 금속 농도 차에 의하여 유기 

상의 금속농도를 구하였다. 예비실험에서 교반시간이 5분 이상이면 

금속이온이 분배 평형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모든 분배평형 실험에서 교반시간을 이의 4배인 20분으로 설정하였 

다. ICP/AES를 사용하여 금속농도를 분석하였다. 진탕기는 국제과 

학 제품， Model 36-SIN-100F이었고 원섬분리기는 한일과학 제품， 

Model MF 550이 었다. 

(가) 우라늄 농도에 따른 용매추출 

옥살산 침전여액을 희석하여 0.038 g/L - 3.800 g/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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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수용상의 우라늄 농도를 변화시키고， 옥살산 침전여액중의 

농도와 동일하도록 질산 및 옥살산 농도를 각각 1.83 M과 0.25 M이 

되게 하였다. TBP에 의한 용매추출시 유기상의 TBP 농도는 30 v/o 

{in dodecane)이고， CMPO에 의한 용매추출시 유기상의 CMPO 농도 

는 0.2 M {in 1.2 M TBP-dodecane) 이 다. 

(나) 질산 농도에 따른 용매추출 

수용상의 옥살산 농도를 0.125 M로 일정하게 유지하 

고， 질산 농도를 0.92 - 8.14 M 범위에서 변화 시켰으며 수용상의 

우라늄 농도는 1.875 g/L, Pd 농도는 0.142 g/L, Nd 농도는 0.043 

g/L, Cs 농도는 0.190 g/L, Sr 농도는 0.142 g/L 이 다. 

TBP에 의한 용매추출시 유기상의 TBP 농도는 30 v/o {in 

dodecane)이고， CMPO에 의한 용매추출시 CMPO 농도는 0.2 M {in 

1.2 M TBP-dodecane) 이 다. 

(다) 옥살산 농도에 따른 용매추출 

TBP에 의한 용매추출시 수용상의 질산 농도를 4.07 

M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옥살산 농도를 0.063 - 0.188 M의 범위에 

서 변화시켰으며， 수용상의 우라늄 농도는 0.937 g /L, Pd 농도는 

0.071 g/L, Nd 농도는 0.021 g/L, Cs 농도는 0.95 g/L, Sr 농도는 

0.71 g/L이다. 이 때 사용한 유기상의 TBP 농도는 30 v/o {in 

dodecane) 이 다. 

CMPO에 의한 용매추출시 수용상의 질산 농도를 옥살산 침전여액 

의 질산농도와 같은 1.83 M로 하고 옥살산 농도를 0.06 - 0.30 M 

범위에서 변화시켰으며 수용상의 우라늄 농도는 0.937 g/L, Pd 농도 

는 0.071 g/L, Nd 농도는 0.021 g/L, Cs 농도는 0.095 g/L, Sr 농도는 

-136 -



0.071 g/L이 다. 이 때 사용한 유기 상의 CMPO 농도는 0.2 M(in 1.2 

M TBP-dodecane)이 다. 

(라) TBP 및 CMPO 농도에 따른 용매추출 

수용상은 옥살산 침전여액의 희석 및 질산과 옥살산의 

농도 조절에 의하여 우라늄 농도 0.038 g/L, 질산 농도 1 M, 옥살산 

농도 0.2 M 이 되게 하였다. 

TBP에 의한 용매추출시 유기상의 TBP 농도를 0.12 - 1.20 M(in 

dodecane) 범위에서 변화시키고， CMPO에 의한 용매추출에서는 

CMPO 농도를 0.033 - 0.200 MOn 1.2 M TBP-dodecane) 범 위 에 서 

변화시켰다. 

(마) 질산염 농도에 따른 용매추출 

CMPO에 의한 용매추출시 수용상의 옥살산 농도를 0.2 

M , 질산 농도를 1 M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질산 나트륨의 농도를 

o - 2.5 M으로 변화시켰다. 수용상의 우라늄 농도는 0.037 g/L이고， 

유기상의 CMPO 농도는 0.1 M (in 1.2 M TBP-dodecane)이다. 

(바) TBP 농도에 따른 용매추출 

CMPO에 의한 용매추출시 수용상의 우라늄 농도를 

0.038 g/L, 질산 농도를 1 M, 옥살산 농도는 0.2 M이 되게 하고， 유 

기 상의 TBP 농도를 0.60 - 1.20 MOn 0.1 M CMPO-dodecane)로 

변화시켰다. 

(사) CMPO-TBP-doecane 유기상의 우라늄 추출능 

수용상으로 옥살산 침전여액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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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살산 침전여액의 질산 농도는 1.83 M, 옥살산 농도는 0.25 M , 우라 

늄 농도는 3.792 g/L, Pd 농도는 0.284 g/L, Nd 농도는 0.085 g/L, 

Cs 농도는 0.380 g/L, Sr 농 도는 0.284 g/L, Zr 농도는 <0.005 g/L 

이다. 유기상의 CMPO 농도는 0.2 M(in 1.2 M TBP-dodecane)이다. 

유기상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용상의 부피를 증가시키면 

서 유기상에 우라늄을 추출하였으며， 이 때 제 3 상이 생성되기 전과 

생성되기 시작할 때의 유기상의 우라늄 농도를 구하여 포화 추출능 

을 구하였다. 

(아) 온도에 따른 용매추출 

CMPO에 의한 용매추출시 제 3 상의 생성은 온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추출율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5 oC , 30 oC , 40 oC 에서 용매추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용상으 

로 옥살산 침전여액을 그대로 사용하고 유기상의 CMPO 농도는 0.2 

M(in 1.2 M TBP-dodecane)이 다. 

(2) 결과 및 고찰 

(가) 우라늄 농도영향 

옥살산 침전여액에서와 동일한 질산 농도 1.83 M 및 

옥살산 농도 0.25 M에 서 , 우라늄 농도(0.038 - 3.800 g/L)에 따른 30 

v/o TBP-dodecane 및 0.2 M CMPO-1.2 M TBP-dodecane에 의 한 

용매추출시 25 oC 에서의 분배비는 표 3.1 .7, 그림 3.1.17 및 3. 1. 18과 

같다. 

TBP에 의한 용매추출시 우라늄 농도에 따른 우라늄의 분배비는 

0.38 g/L 이하의 우라늄 농도에서 약간 높은 것을 제외하고 거의 일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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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7. Dístributíon Ratío of U(VI) with Concentration of U in 
Feed Solution at 1.83 M HN03 and 0.25 M H2C20 4 

Distribution Ratio(D) 
Uranium Conc. 

(g/L) 30 v/o TBP-Dodecane 0.2 M CMPO-1.2 M 
TBP- Dodecane 

0.038 5.6 61 

0.750 106 

0.150 5.5 149 

0.225 172 

0.375 4.2 249 

0.750 4 .4 299 

1.500 4.3 318 

2.249 4.5 264 

2.999 4.3 271 

3.749 4.4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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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P0011 의한 용매추출시 우라늄 농도에 따른 우라늄의 분배비는 

0.380 g/L 이하의 우라늄 농도에서는 우라늄 농도 감소에 따라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0.380 g/L 이상의 우라늄 농도에서는 거의 일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CMP0011 의한 우라늄의 추출은 TBP에 비하여 수백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질산， 염산 등의 매질에서 CMPO의 우라늄 

추출 성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여러 문헌에서 보고 되어있는 바와 

일치 한다[9， 10]. 

(나) 질산 농도 영항 

옥살산 농도 0.125 M, 우라늄 농도 1.875 g/L(Sr: 0.142 

g/L, Nd: 0.043 g/L, Pd: 0.142 g/L, Cs: 0.190 g/U에서， 질산 농도 

(0.92 - 8.14 M)에 따른 30 v/o TBP-dodecane 및 0.2 M 

CMPO-1.2 M TBP-一dodecane에 의한 용매출시， 25 oc 에서의 분배비 

는 그림 3.1.19 및 3. 1.20과 같다. 

TBP에 의한 용매추출실험 결과 Sr, Cs, Nd은 추출되지 않고 Pd 

은 조금 추출되는(분배비 0.04) 것으로 나타나고， 우라늄은 잘 추출되 

며 우라늄의 분배비는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하다가 질산 

농도 5.5 M 이상에서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산 농도 

증가에 따른 우라늄의 분배비 증가는，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옥살산 

의 해리 억제에 의한 옥살레이트 이온의 농도가 감소되어 추출되지 

않는， 옥살레이트 이온이 2 개 이상 배위된 우라늄 옥살산 착물 형성 

의 감소에 기인 한 것으로 생각된다. 질산 농도가 5.5 M 이상에서 우 

라늄의 분배비가 약간 감소하는 것은 TBP 용매추출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높은 질산 농도에서는 질산 과 금속이온의 경쟁적인 추출 

반응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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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살산이 용매추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옥살산이 들 

어 있지 않는 질산 매질의 PUREX system 에서， SHEPIS code로 같 

은 우라늄 농도 조건에서 계산한 40 oc 에서의 우라늄의 분배비 [11]를 

그림 3.1 .19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옥살산/질산 매 

질에서의 우라늄 분배비는 질산 매질과 바교시 질산 농도 약 2.2 M 

이하에서는 우라늄 분배비가 작고 2.2 M 이상에서는 큰 것으로 나타 

나고， 질산 농도가 높을수록 분배바의 차이가 크게 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옥살산/질산 매질에서의 분배비가 질산 농도 2.2 M 이상에서 

질산매질에서 보다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은 높은 질산 농도에서 옥살 

산의 해리억제로 추출되지 않는 옥살레이트 착물형성이 현저히 감소 

하고 추출이 가능한 우라늄 옥살레이트 킬레이트 착물의 형성 반웅 

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CMPO에 의한 용매추출실험 결과， Sr, Cs은 추출되지 않고， 그림 

3. 1.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Pd은 추출되나 추출율이 낮고(분배비 

0.15) , Nd은 잘 추출되 며 (분배 비 22) , Pd의 분배 비 는 질산 농도증가에 

따라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Nd의 분배비는 질산 농도 증가 

에 따라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Nd이 잘 추출되고 Pd 

는 어느 정도 추출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CMPO에 의해 3 가의 

란타나이드가 잘 추출되고 Pd, Tc, Zr, Fe 가 약간 추출되는 것으로 

보고한 문헌과 일치하고 있다[12.13]. 질산 농도 증가에 따른 Pd의 분 

배벼 감소는 옥살산이 포함되어있지 않는 질산매질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보고된 문헌이 있으며 이 문헌에서는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서 추출제의 전자 주게기(포스포릴 기)에 대한 금속 이온과 질산과의 

경쟁반응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14]. Nd의 분배비가 질산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Nd의 추출 화학종을 NdC20~03( CMPO)n로 추 

정하면， 질산 농도 증가에 따른 질산음이온의 농도 증가로 추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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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CMPO에 의해 우라늄은 매우 잘 추출되며 분배비는 질산 농도 증 

가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산 농도증가에 따른 

우라늄 분배비의 증가는 앞서 언급한 TBP에 의한 용매추출에서와 

같은 이유 즉， 추출되지 않는 옥살레이트 착블 형성의 감소에 기인 

한 것으로 생각한다. 

CMPO와 TBP에 의 한 추출효과를 그림 3.1.19 및 3.1.20 에 서 비 

교해 보면 CMPO에 의한 우라늄 추출효과는 TBP에 비하여 수백배 

이상 크고， Pd은 4 배정도 크며， Nd은 TBP에서는 추출되지 않으나 

CMPO에서는 잘 추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옥살산 농도 영향 

질산 농도 1.83 M, 우라늄 농도 0.937 g/USr: 0.071 

g/L, Nd: 0.021 g/L, Pd: 0.071 g/L, Cs: 0.095 g/U에 서 , 옥살산 농도 

(0.063 - 0.188 M) 에 따른 30 v/o TBP-dodecane 및 0.2 M 

CMPO-1.2 M TBP-dodecane에 의한 용매추출시， 25 oc 에서의 분배 

비 는 그 렴 3.1.21 및 3. 1.22와 같다. 

TBP에 의한 용매추출실험 결과， 그림 3.1.21과 같이 Pd 추출은 옥 

살산 농도에 영향을 받지않고， 우라늄 추출은 옥살산 농도 증가에 따 

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CMPO에 의한 추출에서는 우라늄을 

비롯하여 Pd, Nd이 함께 옥살산 농도 증가에 따라 추출율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살산 농도 증가에 따른 우라늄 추출율의 저하는， 옥살레이트 농 

도증가에 의한， 추출되지 않는 우라늄의 옥살산 착물 형성의 증가에 

기인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질산 농도 영향에서 질산농도 감소시， 

볼 수 있는 현상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옥살산/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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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질에서 Pu(IV) 추출에 관하여 발표된 문헌[15]에서도 볼 수 있다. 

(라) 추출화학종 

CMPO에 의한 용매추출시 옥살산/질산 매질의 수용상 

에서 추출되는 화학종은 안정한 킬레이트 착물인 중성의 U02C204로 

믿어지나， U02(N03h의 추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산농도 1 M, 

옥살산 농도 0.2 M에서 질산 음이온 농도를 변화(0 - 0.25 M)시키 

면서， log[N03-]에 대하여 log D를 플로트 한 결과 0 에 가까운 기울 

기의 직선을 얻었으며(그림 3.1 .23), 이 때 질산 음이온 농도는， 질산 

이 모두 이온화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다. 

기울기 O 은 질산 음이온이 U(VI)과 결합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 

므로 추출되는 수용상의 화학종은 U02C204로 믿어진다. 추출제의 용 

매화 수를 알아보기 위해 질산 농도 1 M , 옥살산 농도 0,2 M 에서 

추출할 때， dodecane 중의 TBP 농도를 1.2 M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CMPO 농도를 변화(0.033 - 0.200 M) 시키면서 log [CMPO]에 대하 

여 log D를 플로트 한 결과 기울기 1.4의 직션을 얻었고(그림 3.1 .24) , 

dodecane 중의 CMPO 농도는 0.1 M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TBP 농도 

를 변화(0.2 - 0.6 M) 시키면서 log [TBP]에 대하여 log D를 플로 

트 한 결과 기울기 -0.7의 직선을 얻었다(그림 3.1.25). Log[TBP]에 

대한 log D의 플로트에서 기울기는 TBP가 U(vi)과 결합하지 않는 

것 즉， 용매화 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Log [CMPO]에 대한 log D 

의 플로트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예상한 값인 2.0 보다 작은 1.4 로 

얻어졌다. 이와 유사한 결과를 3M 질산과 CMPO 농도가 0.15 M(in 

1.2 M TBP-dodecne) 이상인 분위기에서 실험한 바 있는 기 발표문 

헌에서 발견할 수 있다[10]. 

그리고 CMPO 농도가 높은 유기상의 비 이상적인 성질이，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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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분석법에 의한 추출 화학종의 해석에서， 낮은 화학양론적인 결과 

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발표한 문헌도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 

의 실험조건에서 CMPO oJ1 의한 추출평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 

다. 

UOl+(aq.)+C20l-(aq.)+2 CMPO(org.) = U02C204(CMPO)z (org.) 

(3.1.5) 

여기서 (aq.)는 수용상을 나타내고 (org.)은 유기상을 나타낸다. 

TBP에 의한 용매추출시， 옥살산/질산 매질의 수용상에서 추출되 

는 화학종은 CMPO에 의한 추출의 경우와 같이， 안정한 킬레이트 착 

불인 중성의 U02C204로 믿어지며 추출제의 용매화 수를 알아보기 위 

해 질산 농도 1 M, 옥살산 농도 0.2 M에서 추출할 때， dodecane 중 

의 TBP 농도를 변화(0‘60 - 1.20 M) 시키면서 log [TBPJ에 대하여 

log D를 플로트 한 결과 기울기 1. 1의 직선을 얻었다(그림 3.1.26). 

Log [TBPJ에 대한 log D의 플로트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예상한 값 

인 2.0 보다 작은 1.1 로 얻어져 TBP의 용매화 수를 2로 추정하기는 

무리가 있으나， 질산이나 염산 매질에서 6 가의 우라늄 및 다른 액티 

나이드를 추출할 때 일반적으로 용매화 수가 2 인 것을[16J 고려하여 

용매화 수를 2로 추정하면 TBP에 의한 추출평형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UOl+(aq.)+C20l-(aq.)+2 TBP(org.) = U02C204(TBP)z(org.)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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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추출능 

유기상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제 3상이 형성될 

때 까지 수용상의 부피를 증가시켜 가면서 수용상의 우라늄의 평형 

농도를 측정하여 유기상의 우라늄 농도를 계산하였다. 

우라늄에 대한 CMPO의 몰비가 2 일때를 기준하여 추출분율을 계 

산하였다. 질산 농도 1.83 M, 옥살산 농도 0.25 M에서 0.2 M 

CMPO-1.2 M TBP-dodecane으로 추출할 때， 추출분율은 25 "C 에서 

25 - 26 %, 40 "C 에서 53-56%로 나타났다. 추출분율값에서 작 

은 숫자는 제 3상이 형성되기 전의 값을 나타내고 큰 숫자는 제 3상 

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의 값을 나타낸다. 제 3상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를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다소의 오차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 

한다. 

추출분율은 25 "C 에 비하여 40 "C 에서 약 2배로 증가하여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온도 증가에 따른 추출 

화학종의 용해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바) 온도 영향 

CMPO의 추출능이 온도 증가에 따라 상당히 증가하므 

로 추출율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옥살산 침전여액에 

서와 같은 농도인， 질산농도 1.83 M, 옥살산 농도 0.25 M에서 추출할 

때， 25 "C , 30 "C , 40 "C 에서 분배비를 구한 결과 그림 3. 1.27과 같다. 

분배비는 25 "C 에 비하여 30 "C 에서 약 40 %, 40 "C 에서 약 60 % 

감소하여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종합검토 및 향후 연구계획 

-155 -



3.0 

2.5 

2.0 

디 

g> 1.5 
--1 

1.0 

.5 

0.0 
o 

Q 。 2SOc 
u u 

2 3 4 

[U] jI g/L 

Fig. 3.1.27. Distribution Ratio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t 1.83 M HN03 

and 0.25 M H2C20 4 with 0.2 M CMPO-1.2 M TBP-Dodecane. 

-156-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중 사용후핵연료의 탈피복 과 

정에서 발생되는 피복관내 잔존하는 연료물질을 회수하기 위한 사용 

후핵연료의 질산 용해， 용해액의 옥살산 침전， 침전여액중의 잔존 우 

라늄의 용매추출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질산 농도 6 M, 온도 90 oc 의 조건에서 실험실 규모의 질산용 

해 장치에 의한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시， 용해액의 우라늄 

농도는 약 270 g /L, 자유산도는 약 3 N 이 고， 불용성 잔유물은 

약 0.5 % 이며 잔유물의 조성은 38.1 % Zr, 26.4 % Pd, 22.3 % 

1, 1.6 % U과 기타 소량의 원소들로 되어있으며， 이들 결과는 

1995년에 수행된 벼이커 시험결과와 잘 일치한다. 

- 실험실 규모의 장치에 의한 옥살산 침전에서 우라늄 회수율은， 

우라늄에 대한 옥살산의 당량비 1.7에서 약 96 %, 이 때 Sr의 

제거율은 약 100 %, Cs의 제거율은 약 80 %로， 1995년에 수행 

한 비이커 시험에서 얻은 결과와 잘 일치한다. 

30 v/o TBP-dodecane에 의 한 우라늄 추출시 , 옥살산 침 전 여 액 

에 서와 같은 농도의 질산(1.83 M) 및 옥살산(0.25 M) 농도에 

서 우라늄의 분배비는 약 4.4 이나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서 크 

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TBP에 의한 용매추출 특성은 다 

음과 같다. 

• 일정한 옥살산 농도(0.125 M)에서，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추 

출율은 크게 증가하여 5.5 M 농도에서 최대치(분배비 36.5)에 

달하고 그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 일정한 질산 농도(4.06 M)에서， 옥살산 농도 증가에 따라 추 

출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감소정도는 작다. 

• 추출화학종은 U02C204(TBP)z 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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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살산 침전여액에 함유된 Sr, Cs, Nd은 우라늄과 함께 추출 

되지 않고 Pd은 조금 추출(분배비 0.04) 된다. 

• 옥살산이 들어있지 않는 질산 매질계에 대한 SHEPIS code로 

옥살산 매질의 초기 우라늄 농도조건에서 계산한 우라늄의 

분배비 (at 40 .C)와 비교시 질산 농도 약 2.2 M 이하에서는 

우라늄 분배비가 작으나 2.2 M 이상에서는 큰 것으로 나타나 

고 질산 농도가 높을수록 분배비의 차이가 크다. 

- 0.2 M CMPO-l .2 M TBP-dodecane에 의한 우라늄 추출시， 옥 

살산 침전여액에서와 같은 농도의 질산(1.83 M) 및 옥살산(0.25 

M) 농도에서 우라늄의 분배비는 약 280 으로 TBP에 비하여 추 

출성능이 월등하게 우수하다. CMPO에 의한 용매추출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일정한 옥살산 농도(0.125 M)에서，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추 

출율은 크게 증가하여 7.4 M 농도에서 최대치(분배비 9,374) 

에 달하고 그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 일정한 질산 농도(1.83 M)에서， 옥살산 농도 증가에 따라 추 

출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감소정도는 작다. 

• 추출화학종은 U02C204(CMPO )z 로 추정된다. 

• 옥살산 침전여액에 함유된 Sr, Cs 은 우라늄과 함께 추출되지 

않고 Pd은 조금 추출되고(분배비 0.15), Nd은 많이 추출(분 

배비 22) 된다. 

• 옥살산 침전여액에서와 같은 농도인 질산 농도 1.83 M , 옥살 

산 농도 0.25 M에서 0.2 M CMPO-1.2 M TBP-dodecane으 

로 추출할 때， 추출분율은 25 .C 에서 25 ~ 26 %, 40 .C 에서 

53 ~ 56 %다. 

• 옥살산 침전여액에서와 같은 농도인 질산농도 1.83 M, 옥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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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0.25 M에서 추출할 때， 추출율은 25 oc 에 비하여， 30 oc 

에서 약 40 %, 40 oc 에서 약 60 % 감소하여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 CMPO는 TBP에 비하여 우라늄의 추출율이 월등하게 높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고， 제 3 상이 잘 형성되며， 추출분율이 작은 

단점이 있고， TBP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추출을 위해서는 다소 

높은 농도의 질산 매질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정에 적용하기 위 

해서는 이들의 역추출성， 공정 적용성， 경제성 등의 비교검토가 

요구된다. 

4. 공정장치 및 금속저장체의 핵임계 안전해석 

차세대 공정장치와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체[17]에 대한 ‘연소도효 

과를 고려한 핵임계 안전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조 

성핵종의 핵종량 예측코드와 핵임계도 계산코드에 대한 검증계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는 이미 1996년 연구에서 수행한 바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체와 유사한 핵입계 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MCNP코드의 계산오차를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용융환원 장치와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체에 대한 핵임계 안전해 

석을 수행하였다. 

가. 연소도효과 고려 핵임계 안전해석 현황 

(1) 국내현황 

표 3. 1.8에 제시한 것과 같이 고리 3, 4 호기， 영광 1, 2 호 

기 및 울진 3, 4 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풀의 용량증대를 위한 저 

장랙 간격 축소작업에서 연소도효과를 고려한 핵임계 안전해석을 수 

행하였다. 이의 실제업무는 홀텍 (Holtec InternationaI) 등에서 수행하 

-159 -



Table 3.1.8. Status of Spent Fuel P。이 Re-Rackíng 

Storage Capacity 

( Assembly#) 
Assembly Pitch (mm) 

Saturation Burnup 

Credit 

Boral 

Plate or 

Minimum 

Burnup 

(GWs/kgU) 

Maximum 

Enrichment 
Region Plant 

Yr 
Re-Rack Origínal 

Rack 
Re-Rack Original 

Rack 
Boratlex (wt%) 

2006 1193 746 356 (14“) 356 (14‘、)4.2 Kori 3 

278 (9.25“) 356 (14、、)O o 3628.8 4.2 11 

2006 1152 746 278 356 (14‘、)O 5.0 Kori 4 
〕
{
∞al 

(10.96 “ ) 

2006 1152 746 

356 (14 ‘、)

278 

356 (14“) 

356 (14‘、)

o X 

O 

387.94 5.0 

5.0 

11 

Yong-

gwang 1, 2 (10.96 “ ) 

356 (14“) 356(14“) O X 387.94 5.0 11 

1114 472 276 x 267 276 x 267 O 5.0 Ulchin I 

2007 227 x 227 276 x 267 O O 3888.0 5.0 11 

875 472 276 x 267 276 x 267 O 5.0 Ulchin 2 

264 x 259 276 x 267 O O 653.18 5.0 11 



였다[18]. 

사용후핵연료의 저장풀을 제 1 영역과 제 2 영역으로 구분하여 

신연료나 결함으로 인하여 중간에 방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제 1 영 

역에 저장하도록 설계하였고， 정상적으로 연소된 사용후핵연료를 제 

2 영역에 저장하도록 설계하였다. 제 1 영역에 대한 핵엄계 안전성 

평가에서는 신연료로 가정하여 핵임계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 2 영 

역에 대한 핵엄계 안전해석에서는 연소도효과를 고려하였다. 즉 연소 

도에 따른 핵엄계도를 계산하여 미임계 한계치 (0.95)이하가 되는 최 

소연소도를 결정하여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핵연료만 저장하도록 했 

다. 

홀텍의 핵임계도 분석에서는 KENO(SCALE 모율)[19]과 CASMO 

코드를 사용하였고， MCNP 코드를 참고코드로 활용하였다. 연소도 

계산에 는 CASMO 코드[20]를 사용하였다. CASMO 코드를 KENO 

코드와 상호비교한 후， 연소된 핵연료의 핵엄계도 계산에 사용하였 

다. 즉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된 핵종들의 양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초기의 신연료에서부터 사용후핵연료까지 연소도 변화에 따른 핵엄 

계도를 CASMO 코드로 예측하고 미임계한계치 (0.95)를 만족하는 최 

소연소도를 결정하였다. 연소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 방법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국외현황 

lAEA에서는 연소도효과 활용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세계 각국의 연소도효과 활용현황을 파악하였다. 현재 세계 각국의 

현황은 표 3. 1.9와 같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스페인， 독일 및 프랑스‘ 

등에서 습식저장 혹은 수송에 대해 이 방법을 적용하였고， 프랑스에 

서는 건식수송에도 적용하고 있다. 동구권에선 주로 VVER, 러시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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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9. Worldwide Uses of Burnup Credit: National Practices and Status (as of 28 October 1997) 

Disposal 

MOX VVER 
Dry Wet Dry 

BWR MOX VVER PWR BWR MOX VVER PWR BWR MOX VVER PWR BWR MOX VVER PWR ßWR 

IC IC IC 
IC IC 

Reprocessing 
Transportatíon 

Wet 
l‘WR BWR MOX VVER PWR 

IC 

IC 

Storage 
Countries 

13ulgaria 
Czech 
Republic 
Francε 

IC 

IC RR AP κ
 κ
 
κ
 

IC 

IC 

IC 

AP 

AP 

UD 
IC IC IC AP IC 

IC 

IC 

IC 

IC 

IC Ap3 
AP 

RR 

Japan IC 

Republic of AP 
Korea 
Russia 

Slovakia 
Spain 

Sweden 
Switzerland 

IC IC IC IC 

IC IC IC IC UD UD 

IC 

IC IC IC IC 

IC 

IC 

IC 
IC UD 

IC 

UD 

IC 

NO 

NO 

IC IC 

Germany 
Hungary 

IC IC 
IC 

RR2 

IC 
IC 
IC 

IC 
IC 

AP' 

! 
} 
mN 

l 
IC 

UD UD 
IC 
IC 

κ
 r 
r 
r 

IC 

IC 
Ap4 

IC 

IC 
IC 

IC 

IC 
IC 

IC 

IC 
IC 

NO 
UD 

Ap3 

Ap3 

Ap3 

UD 

AP 
-M 

mM 
UD UD UD IC UD UD RR IC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RR RR 

l~ =)n~ere~t/Consi.dering， !:Jr Applicable, UD =: Under Development, RR = Regulatory Review, AP =: Approved, - =: Not Applicable, NO =: 

(\p민licable but not intenõéd. 
~ ~ "Eor ~.mplenskaja. 
l = For Kola. 
~ = ~or Igna l!nll (Lithuania, which is !1ot y마 in the Tabl~). 
: = Apprõ)':ed for one ç.as~ in. cOI).nect i.on .\víth reproÇ.~~~iÍlg i'1 fo，r며gn plants , = Usê of burnup credit for loading single purpòse PWR casks is implemented. 

IC RR RR IC RR5 IC AP 



경수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VVER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수송 

에 연소도효과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211 

(3) 국제공동연구현황 

IAEA의 국제공동연구에서는 VVER 사용후핵연료관리에 

연소도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연료의 형태가 

PWR과 다르지만 감속재로 경수를 사용하고 농축도도 비슷하기 때문 

에 기본적인 방법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IAEA의 국제공동연구 

에서는 또한 LWR 사용후핵연료 조성핵종의 핵종량에 대한 화학적인 

분석 및 이의 연소도 측정 등을 수행하여 국제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마련하고 있다[211 

OECD!NEA에서는 91년 부터 핵임계도 계산코드의 검증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표 3. 1. 10과 같다. 이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Phase-IIB에선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된 핵종들의 

핵종량 예측코드의 검증계산을 수행하였다. 또한 PWR 사용후핵연료 

에 대한 핵임계 계산코드의 검증계산을 수행하였고， 앞으로는 MOX 

사용후핵연료의 핵임계도 계산코드의 검증을 수행할 계획이다[22]. 

INEEUldaho National Engineering and Environment Laboratorγ) 

에서는 건식 수송용기에 연소도효과를 적용할 때 필요한 전산코드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장전한 수송용기에 대한 핵임계 및 

미임계 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저농축 우라늄 혹은 플루토늄 물질 

을 대상으로 한 핵임계 실험자료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핵임계도 계 

산코드를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INEEL에서 이 실험을 수행하 

게 되면 연소도효과를 적용하기 위한 전산코드의 검증계산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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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1. 10. Summary of Benchmark Problem Addressed by OECD/NEA Criticality 
Safety Benchmark Group 

Benchmark Primary 0비ective Status 

Phase I-A • Examine effects of 7 m멍or actinides and 15 major Completed 

fission products for an infinite array of PWR rods. 

• Isotopic composition specified at 3.6 wt. % U-235 at 

0, 2592, 3456 GWslkgU and at 1 and 5 yr c。이ed 

13 cases 

Phase I-B • Compare Computed nuclide concentrations for Completed 3 

depletion in a simple PWR pin-cell model, cases 

comparison to actual measurements at 3 bumups 

(2362, 3207, and 3831 GWDfMTU) 

• Comparisons made for 12 major actinides and 15 

fission products for each bumup case. 

Phase II-A • Examine effect ofaxially distributed bumup in an Completed 

array of PWR pins as a function of initial 26 cases 

enrichment, burnup and cooling time. Effects of 

fission products independently examined. 

• Isotopic compositions specified. 

Phase II-B • Repeat study of Phase II-A in a 3-d geometry Completed 5 

representative of a conceptual bumup credit cases 

transportation container. Isotopic compositions 

specified. 

Phase III-A •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derator void Preliminary 

distribution in addition to bumup profile, initial results for 22 

enrichment, bumup and cooling time sensitivities cases 

for an array ofBWR pins. 

• Isotopic compositions specified. 

Phase II1-B • Compare computed nuc\ ide concentrations for Draft 

Phase IV 

Phase V 

depletion in a BWR pin-cell mode l. 

• Investigate bumup credit for MOX spent fuel 

• Investigate burnup credit in subcritic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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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소도를 고려한 핵엄계 분석방법 

(1) 분석 절차 

미국의 Department Of Energy(DOE)는 미국의 Nuclear 

Regulation Committee(NRC)에 제출한 보고서 (Topical Report) [23]에 

서 건식 수송용기의 핵임계도 분석의 방법론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연소도효과를 고려한 핵임계 안전해 

석의 절차는 그림 3. 1.28과 같다. 이 그림에서 신 핵연료를 가정하고 

핵엄계도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흰색부분 항목만 수행하면 된다. 

그러나 연소도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색부분 항목을 추가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작업을 요구하며 코드의 검증에 

필요한 추가적인 핵종분석 및 핵임계 실험자료를 요구한다. 

차세대 관리연구에서는 기본 개염설정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분석절차를 완전하게 수행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그림 3.1 .29와 같이 현 단계에 적합한 연소도효과를 고려한 

핵임계 안전해석 절차를 확립하였다. 이 그림에서 제시된 ORIGEN 2 

코드의 검증계산 및 수정인자 도출은 1996년 연구에서 수행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MCNP 코드의 검증계산을 통한 최대허용핵임계도 

의 산출에 주안점을 두었다. 

(2) 보수적인 핵종량 예측방법 

1996년에 수행한 ORIGEN2의 검증계산을 통하여 95/95 신 

뢰도를 갖는 보수적인 핵종량 예측을 위한 수정인자를 도출한 바 있 

다. DOE의 보고서 [23]에서는 이와 다른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소도， 

출력 및 스펙트럼을 변수로 고려하여 경험식을 가정한 후， 

ORIGEN-S(SCALE의 모률)로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된 핵종들의 핵 

종량을 계산하고， 이를 실험값과 비교하여 각 항의 계수를 최소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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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정인자 결정에 사용한 실험자료의 수는 최대 25 개 

이다. 이 보고서에서 활용한 실험자료의 수는 50 개 정도 되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 결정한 수정인자보다 정확한 값을 제시했을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단순히 student t-분포를 가정하 

여 수정인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표본의 평균값이 모집단의 평균값이 

라고 가정한 것이 된다. 방법론적인 면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정인자 결정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앞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비교분석이 있어야 하겠다. 

(3) 핵임계도 계산코드의 검증방법 

(가) 검증계산 영향인자 

핵임계도 계산코드를 검증한다는 것은 전산코드의 수 

치해석적인 방법과 이에 사용되는 입력자료를 검증하는 것이다. 입력 

자료 중에는 기하학적 구조 핵종구성비와 핵단면적이 핵엄계도에 영 

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이다. 동일한 기하학적 구조와 핵종구성비를 

갖는 핵엄계 실험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핵단면적과 수 

치해석방법에 대한 검증으로 좁혀진다. 그러나 이 두가지를 분리해서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핵임계 실험에서 얻은 핵임계도 실 

험값과 계산값을 비교하므로써 수치해석방법과 핵단면적을 동시에 

겸증한다. 

(나) 핵임계 실험조건 

이상적인 검증용 핵임계 실험은 핵임계도에 영향을 미 

치는 인자인 기하학적인 구조， 핵물질 조성비 및 구성핵종 동의 인자 

가 계산대상 핵물질계와 동일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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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임계 실험자료를 구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확한 검증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검증용 핵임계 실험을 수행하여 펼요한 

실험자료를 얻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유사한 핵임계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검증계산을 수행한 후 영향인자의 차이만큼을 고려할 수 

있는 외삽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다) 통계처리방법 

각 실험자료에 대한 핵엄계도 계산값과 실험값을 비교 

하여 실험값에 대한 계산값의 오차를 표 3.1.1 1 에 제시하였다. 계산오 

차 표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다음과 같은 두 식으로 각각 구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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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Ñ< 

(3.1.7) 

(3 .1 .8) 

이 계산오차가 계산오차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라고 

가정하면 계산오차 표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평균값이 존재하는 95 % 선뢰구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모집단에 속한 임의의 계산오차 표본(금속저장체 모델)에 대한 95/95 

신뢰도를 갖는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보수적인 핵임계도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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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1. Characteristics of Critical Experiments and Comparison of 
Calculated and Experimental Ke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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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5 신뢰도 범위의 상한 값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금속저장체에 

대한 핵임계도 계산에서 계산코드와 핵자료의 95/95 신뢰도를 갖는 

계산오차 (L1μ)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24]. 

L1ku = - L1k + kn (JL1k (3. 1.9) 

kn은 95/95의 신뢰도를 갖는 허용한계다[24]. 

다. MCNP 코드의 검증계산 및 최대허용핵엄계도 결정 

저농축 우라늄/플루토늄의 핵임계 실험자료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금속저장체와 유사한 핵임계 실험자료를 활용하여 검증 

계산을 수행하였다. 금속물질형태이고 반경에 비하여 길이가 길고 농 

축도가 낮은 실험자료를 검증계산용 자료로 선택했다. 이와 같은 조 

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핵임계 실험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표 3.1 .l 1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체와 유사한 

25 가지의 핵임계 실험자료[25，26]를 검증계산용 자료로 선택하였다. 

표 3.1 .l 1 에 제시한 실험자료의 조건과 금속저장체의 모벨을 비교해 

볼 때， 이들 실험자료가 금속저장체에 대한 핵임계도 계산을 위한 최 

적의 실험자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업수할 수 있는 실험자 

료 중에서 가장 유사한 실험자료로 생각하여 이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하였다. 첫째 표 

3.l.l 1의 실험자료는 이상적인 검증용 실험자료들의 모집단에서 무작 

위로 추출된 표본이라 가정하였다. 두 번째 가정은 금속저장체의 모 

벨이 그 모집단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 핵임계도 계 

산에 사용할 전산코드 MCNP와 핵자료 ENDF/B-V，VI의 검증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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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표 3. 1. 11의 계산오차를 식 (3. 1.7)과 (3. 1.8)에 대입하여 계산오차 

표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면， 각각 0.00153과 0.00671 이 된 

다. 이 값과 95/95 신뢰도의 k엉 :::2.292를 식 (3.1 .9)에 대입하면 계산 

오차는 0.0138이 된다. 이 값은 금속저장체에 대한 핵임계도 분석에 

사용할 MCNP 코드와 ENDF/ B-V,VI 핵자료의 계산오차다.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시설에 대한 미임계한계치 0.950[27]를 적용하 

고， 앞에서 결정한 계산오차를 고려하면 금속저장체의 핵임계도 안전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허용 핵임계도(maximum allowable 

multiplication factor)는 0.936이 다[28]. 

라. 용융환원장치에 대한 핵임계 안전해석 

(1) 계산모델 및 가상사고 조건 

용융환원장치의 모형은 그림 3.1 .30에 제시한 바와 같다. 중 

심에 스테인레스 스틸의 반응용기가 있고， 외부에 MgO와 Ab03 + 

SiOz 재질로 된 두겹의 외벽이 있다. 용기와 첫 외벽사이에는 아르곤 

가스로 채워져 있다. 반응기 내부 물질의 성분 및 양을 표 3.1.12에 

제시하였고， 반응기의 제원 및 가동조건을 표 3. 1. 13에 제시하였다. 

표 3.1.12와 3. 1. 14에서 볼 수 있듯이 핵임계 안전해석을 수행해야 할 

경우수가 매우 많다. 그러나 반응기 내부에는 수소원소가 없기 때문 

에 정상상태에서는 핵임계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6년 연구에서 수행한 침전조에 대한 분석에서 우라늄화합물이 바 

닥에 침전된 경우， 핵임계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을 참고하여 사 

고조건을 가정하였다. 즉 두 배취 (batch) 양의 금속우라늄이 반응기 

의 바닥에 침전되고， 외벽이 파괴되어 반응기 외부가 침수된 상태를 

가상사고 상태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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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2. Specifications of Materials in the Pyroreduction Reactor 

Densi ty Part icle Content (kg) 
Materia Real Tap Size Phase lni t ial Final 

Minimum Maximum Minimum Maximum 

U308 8.300 2.90 <200 μm Sol id 23.6 519 0.00 0.00 

U 19.05 12.0 <200 μm Sol id 0.00 0.00 20 440 

LiCl 2.068 Sol id , 17.7 389 17.7 389 
Liquid 

Li 20 2.013 Sol id , 0.00 0.00 1. 5 33.2 
Liquid 

Li 0.5350 Sol id , 0.7 15.5 0.0 0.00 
Liquid 

Table 3.1.13. Operation Condition and Desi 밍1 Specification of the 
Pyroreduction Reactor 

Sal t 
Maximum Heavy Metal Mass and 
Volume 

23. 6 kg / 13 f. (<1>250 째 x H270 빼) 

- Minimum Heavy Metal Mass) and 440 kg / 280 f. (<1>700 빼 x H730 mm) 
Volume 

Temperature 
Ar-Environment 

- Sal t 

Ar Pressure 
Inner Reactor 

- Outer Reactor ( Clearance) 

- Volume Ratio , Salt Gas 

Device Wall Material , Thickness / 
Densi ty 

Stainless Steel 
Ar-Environment 

- MgO 

- 50% A 1 ~O:l + 50% S i 0:2 

Particle Distribution 
lni t ia 1 

Operating 

Final 

650 oc 
650 -800 oc 

2.026 X 105 Pa 
1.013 x 1O~ Pa 

1 0.5 

10 mm / 7.8 g/mL 
20 mm / 2.688 g/mL 
50 mm / 3.58 g/mL 

50 mm / (3.5 - 3.9 g/mL for Al~03' 

2.32 g/mL for Si02 ) 

Separated U308 Particle from salt 

Homogeneous U308 and U Par t i c 1 e 
Precipitated U metal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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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결과 및 분석 

표 3. 1. 12에 제시된 초기상태와 가동상태에 대한 핵임계 계 

산에서는 핵물질의 양이 최대인 경우에도 핵임계도가 매우 적게 나 

타나， 핵임계 안전성 관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앞에 

서 가정한 가상사고시에 대한 핵임계도 계산결과는 그림 3. 1.31과 같 

다. 우라늄이 바닥에 침전되었을 때 침전물에 포함된 리륨의 원자수 

밀도에 따른 핵임계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이 가상사고시에 핵임계도가 최대허용핵엄계도에 비하여 매우 낮기 

때문에 용융환원장치는 핵임계 안전성 관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마. 금속저장체에 대한 핵임계 안전해석 

(1) 계산모델 및 가정 

사각기둥과 육각기둥 형태의 두 가지 금속저장체 모댈을 

설정하였다. 사각기둥 형태의 경우에는 그림 3. 1.32와 같이 캐니스터 

내에 금속봉을 격자배열로 장전한다. 금속봉과 캐니스터의 제원 및 

물리적인 특성은 표 3. 1. 14와 같다. 금속봉의 직경은 12.567 mm이고 

길이가 3,805 mm이며， 1967H 의 금속봉을 14 x 14 배열로 캐니스터 

내에 장전한다. 1개 캐니스터의 장전량은 4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속한 악티나이드 핵종의 총량에 해당한다. 

육각기둥 형태의 금속저장체는 그림 3. 1.33과 같다. 금속봉과 캐니 

스터의 제원 및 물리적인 특성을 표 3. 1. 15에 제시하였다. 금속봉의 

직경은 13.534 mm이고 길이는 앞의 경우와 동일한 3,805 mm이며， 

1697H가 고밀도로 장전되어 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개 캐니 

스터의 장전량은 4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속한 악티나이드 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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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 K eff for Pyroreduction Reactor at the accidental Cond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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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32. Cross Sectional View of Square Canister Containing Metal Spent Fuel Rods. 

Table 3.1.14. Specifications of Metal Spent Fuel Rod and Square Canister 

Metal Spent Fuel Rod 
Diameter 

一 Pitch 
- Length 
- Dens i ty 

Metal Spent Fuel Rod Array 
- Array / Total Number 
- Rod Surface-to-Surface Distance 

Total Weight of Metal Rods 

12.567 mm 
18.571 mm 
3805 mm 
19.05 g/mL 

14 x 14 Rods / 196 Rods 
6.004 mm 
1760 kg 
(4-assembly Heavy Metal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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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 Cross Sectional View of Hexagona! Canister Containing Metal 

Spent Fuel Rods. 

Table 3. l. 15. Specifications of Metal Spent Fuel Rod and Hexagonal 

Canister 

Metal Spent Fue! Rod 
Diameter 

- Pi tch 
- Length 
- Dens i ty 

Metal Spent Fuel Rod Array 
- Array / Total Number 
- Rod Surface-to-Surface Distance 

Total Weight of Metal Rods 

13.534 mm 
13.534 mm 
3805 mm 
19.05 g/mL 

169 Rods 
0.0 뼈 
1760 kg 
(4-assembly Hea、γ Metal 따lount) 

Canister 
- Side Length 

Thickness 
Air Condition in Canister 

1Ol. 505 mm 
4mm- lO mm 
~ater-Saturated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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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량에 해당한다. 

그림 3. 1.32와 3. 1.33에 제시한 금속저장체가 x-y 방향으로 무한 

격자배열된 저장모델로 가정하고 저장시설의 구조물을 무시하여 보 

수적인 핵임계도 분석이 되도록 하였다. 실제 금속봉에는 마량의 란 

타나이드 핵종이 포함될 수 있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악티나이드 

핵종만 고려하였다. 캐니스터의 재질은 철로 가정하였고， 캐니스터 

내부에는 포화습도의 공기가 차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계산방법 

본 연구에서는 금속저장체간의 간격， 저장체의 두께， 그리 

고 공기중 수분농도를 변화시키면서 핵임계도 분석을 수행하여 정상 

상태를 포함한 가상사고시에서도 핵임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캐니스터의 두께를 4 mm에서 10 mm까지 변화 

시키면서， 동시에 공기중 수분의 농도와 캐니스터간의 간격을 변화시 

키면서 핵임계 안전성이 확보되는 조건을 찾았다. 

(3) 계산결과 및 분석 

(가) 사각기둥형 금속저장체 

캐니스터 두께가 7 mm이고 수분농도가 0.30 g/mL며， 

캐니스터간의 간격이 60 mm'?l 경우에 최대핵임계도는 0.93209 ::t 

0.00415로 나타났다. 95 % 신뢰도를 적용할 때， 최종핵임계도는 

0.94022로 나타났다. 그렴 3. 1.34에 서 수분농도가 0.30 g/mL일 때 금 

속저장체간의 간격에 따른 핵임계도를 최대허용핵임계도와 비교하였 

다. 또한 캐니스터간의 간격이 60 mm인 경우의 수분농도에 따른 핵 

임계도를 그림 3.1.35에서 비교하였다. 이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핵임계도가 최대허용핵임계도(0.936)보다 큰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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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Allowable Multiplication 
Factor (Keff = 0.936) 

Canister Thickness : 7 mm 
Water Concentration : 0.3 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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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ister Surface-to-Surface Distance (mm) 

Fig. 3.1 .3 4. K eff for Square Canister with 7 m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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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Keff = 0.936) 

Thickness : 8 mm 
Distance : 6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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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 6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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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Concentration ( g/mL) 

Fig. 3. 1.3 5. Kelffor Square Canisters with 7 mm and 8 m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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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nm 캐니스터를 사용한 금속저장체 저장은 허용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캐니스터 두께가 8 mm이고 수분농도가 0.35 g/mL며， 캐니스터간 

의 간격이 65 mm~ 경우의 최대핵임계도는 0.90874 ::t 0.00364로서 95 

% 신뢰도를 적용하면 최종핵엄계도는 0.91587이 된다. 그림 3. 1.35에 

서 볼 수 있듯이 최종핵임계도가 최대 허용 핵임계도보다 충분히 작 

은 값을 갖기 때문에 8 rnm 캐니스터를 사용한 금속저장체 저장은 

허용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나) 육각기둥형 금속저장체 

캐니스터 두께가 7 mm인 경우의 핵임계도 계산결과를 

그림 3.1 .36에 제시하였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핵임계도가 최 

대허용핵임계도(0.936)보다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7 mm 캐니 

스터를 사용한 금속저장체 저장은 허용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 

림 3. 1.37에서 볼 수 있듯이 8 rnm 캐니스터를 사용한 금속저장체 저 

장의 최대 핵임계도는 수분농도가 0.34 g/mL이고， 캐니스터간의 간격 

이 50 mm Cd 경우에 나타났으며 95 % 신뢰도를 적용한 최종핵엄계 

도는 0.9303이 된다. 이 값은 사각기둥의 경우에 비하여 핵임계도가 

크게 증가했지만 최대 허용 핵임계도보다는 작기 때문에 8 mm 캐니 

스터를 사용한 금속저장체 저장방식은 허용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7 mm 와 8 mm 캐니스터의 경우에 대해 캐니스터간의 간격을 

변화시켜 구한 핵임계도값 중에서 최대값을 그림 3. 1.38에 나타냈다. 

7 mm~ 경우에는 수분농도가 0.33 g/mL에서 0.37 g/mL로 변할 때 

모두 최대허용핵임계도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8 mm Cd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최대허용핵엄계보다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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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36. Keff for Hexagonal Canister with 7 m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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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1.37. Kπ for Hexagonal Canister with 8 m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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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1.38. K eff for Hexagonal Canister with 7 mm and 8 mm Thickness Can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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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속저장체에 대한 핵엄계 분석의 종합평가 

사각기둥 형태와 육각기둥 형태의 금속저장체에 대해 

캐니스터의 두께， 수분농도와 금속저장체간의 간격을 동시에 변화시 

켰을 때 최대 핵임계도는 그림 3.1 .39와 같다. 이 그림에서 금속저장 

체의 간격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최대핵임계도들이 비슷하지만， 저장 

간격이 증가하면 육각기둥 금속저장체가 사각기둥 금속저장에 비해 

서 높은 핵임계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각기둥 금속저장체의 경우에는 캐니스터의 두께가 7.15 

mm 이상이 되면 캐니스터의 외부조건에 관계없이 금속저장체가 무 

한배열의 경우에도 핵임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다. 육각기둥인 금속저장체의 경우에는 캐니스터의 두께가 7.8 mm 

이상되어야만 핵임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바. 종합검토 및 향후 연구계획 

핵엄계 실험자료와 MCNP 코드의 계산결과를 비교하여 

95/95 신뢰도를 갖는 MCNP 코드의 계산오차를 구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용융환원장치에 대한 핵엄계 안전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각 

기둥 형태와 육각기둥형태의 금속저장체 저장방식에 대한 핵엄계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상상태의 경우에 용융환원장치에 대한 핵임계 

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고， 가상사고시의 핵엄계도가 0.4 정도이므로 

핵임계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각기둥 금속저장체의 경우에는 캐니스터 두께가 7.15 mm 이상 

이 되면 캐니스터의 외부조건에 관계없이 금속저장체가 무한배열된 

경우에도 핵임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육각기둥인 

금속저장체의 경우에는 캐니스터 두께가 7.8 mm 이상되어야만 핵임 

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어졌다. 이 결과들은 금속저장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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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9. Keffas a Function ofCanister Thickness for Square and Hexagonal Can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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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개념설계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MCNP 코드 검증계산에 사용한 검증계산용 실험자료가 

이상적인 실험자료의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이라는 가정 

하에서 검증계산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좀더 적합한 검증계산용 실험자료를 입수하여 

보다 정확한 검증계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체 열해석 

사용후핵연료의 저장방식에는 냉각재로 불을 사용하는 습식과 공 

기를 사용하는 건식저장방식이 있으며， 건식저장에서는 냉각재인 유 

체의 낮은 대류열전달 특성 때문에 핵연료봉의 온도가 높게 올라가 

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핵연료에 대한 열안전성 평가가 무엿보다 중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WR 핵연료집합체를 금속전환시켜 형성된 

금속저장체에 대한 온도분포를 COBRA-SFS[29] 전산코드를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 해석모델은 PWR 핵연료집합체 2개를 1개의 금속저 

장체로 전환한 경우와 PWR 핵연료집합체 4개를 1개의 금속저장체로 

전환한 경우로 하였다. 

가.2 PWR 금속저장체에 대한 열해석 

연소도 43,000 MED!MTU, 냉각기간 5년인 PWR 핵연료집합 

체 2개를 금속전환 시킨 저장체에 대한 온도분포를 계산하였다. 핵연 

료를 금속전환하는 과정에서 Sr과 Cs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므로써 붕 

괴열이 약 1/2로 줄어들어 PWR 핵연료집합체 2개에 상당하는 금속 

저장체의 붕괴열을 1,400 W로 가정하였다. 

표 3.1.16 및 그림 3.1.40은 PWR 핵연료집합체 2개를 금속전환하 

였을때 생긴 저장체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속저장체는 직경 3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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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3,485 mm의 금속연료봉 197H로 구성되며， 캐니스터는 8 mm 두 

Table 3.1.16. Description of Canister for Metallized Fuel Storage of 

2 PWR Spent Fuel Assemblies 

Items Description 

Loading capacity 2 PWR assemblies / canister 

Rod array 

Rod diameter 

Triangular pitch (19 rods) 

Length 

Decay heat 

Canister 

Environment inside 
camster 

30 mm 

3,485 mm 

1,400 W 

stainless steel (8 mm) 

helium atmosphere 

께의 스테인레스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속저장체가 수직으로 세 

워져 있고 캐니스터 내부에 헬륨기체가 채워져 있는 조건에 대하여 

열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모델은 그림 3. 1.41와 같이 197H 의 연료봉 

과 42개의 부수로로 구성된다. 197H 의 연료봉에서 방출되는 붕괴열은 

모든 연료봉에서 일정한 것으로 하였다. 

캐니스터 외부 표변에서는 대류 및 복사열전달이 일어냐며， 경계 

조건을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정의한다[30]. 

Qbouηdaη = Hnc( T s - T a) + σ é ( 옆 - 날) (3. 1.10) 

여기에서 

Hnc Natural convection coefficient 

(J: Stefan-Boltzmann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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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 mm 

metal rod canister 

Fig. 3.1 .40. Overview of Hexagonal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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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 Surface emissivity 

T s, T a Canister surface and ambient temperatures 

또한， 대류열전달계수는 아래와 같다. 

Hηc= C1[ C2 (Ts - T a)] C
3 (3.1.11) 

여기에서 Cl, C2, C3는 상수이며 자연대류의 평균열전달계수는 다음 

과 같은 Nusselt수로 표시 한다. 

Nμ= C(Pr . Gr) η 

Gr= D<J뿔 L1 T 
U 

여기에서 

Nu Nusselt number 

Pr : Prandtl number 

Gr Grashof number 

C Coefficient dependent on the flow regime 

n Exponent dependent on the flow regime 

D Diameter of canister 

β Coefficient of volumetric expansion 

g Acceleration of gravity 

Æ : Temperatur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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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Dynamic viscosity 

식 (3. 1. 11)의 자연대류열전달계수는 다음과 같다. 

C.k /"' r .. D3 βg 
Cl=~듀~ C2 = Pr~스굉..s.. C3 = n (3.1.14) 

.L/ V 

식 (3.1 .11) -(3. 1. 14)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캐니스터 표면에서의 대 

류열전달계수를 얻을 수 었다. 

Hnc :::: 5.20 x 10-6
( 6.38 X 104

( Ts - Ta))O.25 [W/m2oCJ 

(3.1.15) 

캐니스터 표면에서의 복사열전달은 식 (3. 1. 10)에서와 같이 방사율 

에 영향을 받게되며， 캐니스터의 재료인 스테인레스강의 방사율을 

0.3으로 취했다. 캐니스터 내부에서 핵연료봉과 핵연료봉 그리고 핵 

연료봉과 캐니스터 벽면 사이의 복사형태계수는 COBRA-SFS의 보 

조 프로그램인 RADGEN[31]으로 산출되었으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금속 우라늄의 방사율을 0.25로 취했다[32]. 모든 부수로에서 표면 마 

찰저항에 의한 손실계수로는 f ::: 40/Re 값을 사용하였고， 삼각형 배 

열에서 유체에 의한 연료봉과 벽표면에서의 대류열전달계수를 다음 

식으로 부터 계산하였다[33]. 

Dh 
lVU=-.'~I~ -

6X 

6X= O.5(pf cos30) -O.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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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4(O.5ψ2 sin60 - O.5(πd2/4))/O.5πd 

여기에서 

Nu Nusselt number 

Dh Hydraulic diameter of the channel 

p : Rod pitch 

d Rod diameter 

(3.1.18) 

위의 식 (3. 1. 16)-(3. 1.18)을 이용하여 캐니스터 내부 유체를 통한 대 

류열전달계수 Nu = 1.8을 얻었다. 경계조건으로 캐니스터 주변온도를 

50 oc 에서 100 oc 로 변화시켜 가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표 3.1 .17은 

주변온도에 따른 캐니스터 및 연료봉의 온도값을 나타내며， 주변온도 

에 비례하여 캐니스터 및 연료봉의 온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주 

변온도 50 oc 인 경우 캐니스터 온도는 125 oc 그리고 연료봉의 최대 
온도는 164 oc 였고 주변온도 100 oc 의 경우에는 연료봉 최고 온도가 

203 oc 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저장시스템에서 내부 

공기의 온도는 100 oc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연료 

봉의 온도는 최고 200 oc 는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1.42는 주변온도 65 oc 및 100 oc 에서 금속저장체의 온도분 

포를 나타내고 있다. 캐니스터 내부 중심의 연료봉에서 최고 온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심부와 외각부위의 연료봉 온도가 비교적 작은 편 

차를 보이는 것은 연료봉들이 밀집되어 있어 열전달이 잘되어 나타 

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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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mbient temperature : 65 .C. 

(b) Ambient temperature : 100 .C. 

Fig. 3.1 .42. Fuel Rod Temperatures for 2 PWR Hexagonal Caniste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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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7. Temperature Profiles inside Canister for Metallized 

Fuel Storage of 2 PWR Spent Fuel Assemblies 

Environment 
Calculated Temperature of Canister( OC) 

Max. Rod 
Temperature. ( .C ) Surface Min. Rod Temp. 

Temp. 

50 125 148 164 

65 138 160 176 

80 151 172 188 

100 168 189 203 

나.4 PWR 금속저장체에 대한 열해석 

PWR 핵연료집합체 4개를 1개의 금속저장체로 전환했을 때 

를 가정하여 그에 대한 온도분포를 계산하였다. 해석모델을 사각형 

및 육각형 캐니스터 저장체 등 두가지 경우로 하였으며， 설계기준 핵 

연료로는 연소도 43,000 MWD!MTU, 냉각기간 5년인 PWR 핵연료 

집합체로 보고 4개의 집합체에 상당하는 금속전환체 관리다발에서의 

붕괴열을 2,268 W로 가정하였다. 

(1) 사각형 캐니스터 저장체 

사각형 캐니스터 저장체는 PWR 핵연료집합체 4개를 금속 

연료봉으로 전환한 저장체로 사각형 배열을 갖는 정사각형 형태의 

구조를 가지며， 표 3. 1. 18은 금속저장체에 대한 개요를 나타내고 있 

다. 이것은 14 x 14 배열의 금속연료봉으로 구성되며， 직경 12.567 

mm, 피치 17.57 mm 그리고 길이 3,805 mm의 연료봉 196개가 된다. 

열해석모델은 그림 3.1.43과 같이 1967~ 의 연료봉과 225개의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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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43. Thermal Analysis Model for Square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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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 구성되며 ， 1967R 의 연료봉에서 방출되는 총 방사능붕괴열을 

2,268 W로 가정하였다. 모든 부수로에서 표면 마찰저항에 의한 손실 

계수로는 사각형태의 배열을 가진 PWR 핵연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f = 100/Re 값을 취했다. 유체에 의한 연료봉과 벽표면에서의 

대류열전달계수로는 원형튜브에서 일정한 온도와 완전히 발달된 층 

류유동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Nu = 3.66 값을 태했다. 저장시스템 

내의 외부 공기유입 온도를 50 oc 로 가정하였을 때 저장조 내부의 

캐니스터 최대 표면용도가 사각기둥형 캐니스터의 경우 105 oc 를 나 

타냈다. 따라서 이것을 경계조건으로 하여 캐니스터 내부온도 분포를 

계산하였다. 

그림 3. 1.44는 사각 캐니스터에 대한 열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본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니스터가 좌우 대칭구조를 가지므 

로 온도분포도 중섬부의 연료봉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나타났고 

이때 연료봉의 온도는 최소 113 oc 에서 최대 193 oc 의 분포를 보이 

고 있다. 

(2) 육각형 캐니스터 저장체 열해석 

육각형 캐니스터 저장체는 PWR 핵연료집합체 4개를 금속 

연료봉으로 전환한 것으로 삼각형 배열을 갖는 연료봉 밀집화(rod 

consolidation) 형태의 구조를 갖는다. 표 3. 1. 18과 같이 저장체는 직 

경 13.534 mm, 길이 3,805 mm의 금속 연료봉 1697R로 구성된다. 금 

속저장체 1다발에서의 붕괴열은 사각형 캐니스터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2,268 W로 가정하였고 저장시스템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공기의 

최대온도를 50 oc 로 가정하였다. 

-197 



--‘………--------------•----_ .. -……---‘ 

105 

i 113 119 123 125 127 128 129 129 128 127 125 123 119 113 

119 129 137 142 146 148 149 149 148 146 142 137 129 119 

123 137 148 156 161 164 166 166 164 161 156 148 137 123 
/ 

r←「 ( 

125 142 156 165 172 176 178 178 176 172 165 156 142 125 
••/ 

127 146 161 172 깨 1없 186 186 184 179 172 161 146 127 

• 128 148 164 176 184 189 191 191 189 184 176 164 148 128 

105129 149 166 178 186 191 193 193 191 1% 178 166 149 129 1 ”05 

129 149 166 178 186 191 193 193 191 186 178 166 149 129 

128 148 164 176 184 189 191 191 189 184 176 164 148 128 

127 146 161 172 179 184 186 186 184 179 172 161 146 127 

125 142 156 165 172 176 178 178 176 172 165 156 142 125 

123 137 148 156 161 164 166 166 164 161 156 148 

119 129 137 142 146 148 149 149 148 146 142 137 

113 119 123 125 127 128 129 129 128 127 125 123 

‘‘’ <

105 
----…‘“•“““………-----…_ ... -_._-----~_.~.…… ←‘-~-_._----‘~--j 

Fig. 3.1 .44. Fuel Rod Temperatures for Square Canister Model (OC). 

-198 -



Table 3.1.18. Description of Canister for Metallized Fuel 

Storage of 4 PWR Spent Fuel Assemblies 

Description 
Items 

Square Canister Hexagonal Canister 

Loacling Capacity 4 PWR ass ’y/canister 4 PWR ass'y/canister 

Rod Array 14 x 14 square array consolidated 169 rods 

Rod Diameter 

Rod Pitch 

Length 

Decay Heat 

Canister 

Inside Canister 

12.567 mm 

17.57 mm 

3,805 mm 

2,268 W 

13.534 mm 

13.53 mm 

3,805 mm 

2,268 W 

10 mm{stainless steeD 10 mm{stainless steeD 

helium atmosphere helium atmosphere 

그림 3. 1.45는 COBRA-SFS 코드를 이용한 열해석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이 때 캐니스터의 표면온도를 최대 134 oc 로 한 경계조건에 

서， 연료봉의 온도는 최저 144 oc 에서 최고 183 oc 의 온도분포를 보 

이고 있다. 

표 3. 1.19에는 사각형 캐니스터 및 육각형 캐니스터 저장체에 대한 

온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두가지 해석조건에서 열원 및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 조건이 동일하나 캐니스터의 표면온도는 사각 캐니스터 

의 경우 105 oC , 육각 캐니스터의 경우에는 134 oC 로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이처럼 육각 캐니스터의 경우 사각 캐니스터보다 캐니스터 

표면온도가 30 oC 정도 높게 나타난 것은 육각 캐니스터 표면적이 

사각 캐니스터보다 훨씬 작아 그만큼 열전달면적이 작아서 나타난 

결과이다. 캐니스터 표면온도는 육각 캐니스터의 경우， 더 높게 나타 

났지만 연료봉의 최고온도는 오히려 사각 캐니스터에서 10 oC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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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45. Fuel Rod Temperatures for Hexagonal Canister Mode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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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육각 캐니스터의 경우 연료봉이 밀집되어 있 

어 금속연료봉간의 공간이 사각 캐니스터보다 훨씬 적으므로써 열전 

달이 더 잘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건식저장에서 금속연료봉의 

온도를 낮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캐비티의 체적을 작게 하는 

것이 유리하며， 건식저장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연료봉 밀집화(rod 

consolidation) 방식이 열안전성 측면 뿐만 아니라 저장밀도를 높이므 

로써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믿어진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연료봉 온도는 금속저장체의 장기적 건 

전성 평가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able 3.1 .19. Temperature Profiles inside Canister for Metallized 

Fuel Storage of 4 PWR Spent Fuel Assemblies 

Location 

Canister Surface 

Minimum Temp. Rod 

Maximum Temp. Rod 

Calculated Temperature (OC) 

Square Canister Hexagonal Canister 

105 

113 

193 

134 

144 

183 

다. 종합검토 및 향후 연구계획 

PWR 사용후핵연료집합체를 금속전환시킨 금속저장체에 대한 

온도분포를 계산하였다. 해석모델로는 PWR 핵연료집합체 2개를 1개 

의 금속저장체로 전환한 경우와 PWR 핵연료집합체 4개를 1개의 금 

속저장체로 전환한 경우를 택하였다. PWR 핵연료를 금속전환할 경 

우 금속전환 과정에서 Sr과 Cs를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서 냉각부하 

를 약 1/2로 줄일 수 있고 체적을 약 1/4로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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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PWR 핵연료 금속저장체에 대한 열전달해석 결과 저장시스템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가 50 oc 인 경우， 금속연료봉의 최고온 

도는 사각형 저장체인 경우 193 oC , 육각형 저장체인 경우는 183 oC 

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식저장에서 연료봉의 온도를 낮게 하기 위해 

서는 저장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연료봉 밀집화 (rod consolidation) 

방식이 열안전성 측면뿐만 아니라 저장밀도를 높이므로써 경제성 측 

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연료봉 

온도는 금속저장체의 장기적 건전성 평가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건식저장시스템의 열해석 목적은 저장시설 내부의 유량 및 온도분 

포를 결정하고 핵연료봉의 최대온도가 규정치를 넘지 않는 것을 입 

증하는데 었다. 따라서 열해석 범위는 자연대류 공기냉각 계통의 열 

유동해석과 저장용기 또는 캐니스터 내부의 열전달해석으로 구분된 

다. 일반적인 해석방법은 먼저 저장시스템 내부의 자연대류 냉각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저장용기 또는 캐니스터 외부 온도조건을 결정한 

후 이를 입력으로 하여 저장용기 내부의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해석 

을 수행한다. 연구소에서는 1987년도부터 수행한 사용후핵연료 수송 

용기 개발업무를 통하여 저장용기 또는 캐니스터 내부의 핵연료집합 

체에 대한 열전달해석 기술을 어느 정도 축적하여 왔으나 저장시스 

템의 열유동해석에 대한 기술수준은 아직 초보단계라 볼 수 있다. 

6. 리륨을 포함한 다성분용융염에서 전해화학법에 의한 리륨금속회수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을 위한 건식방법의 연구는 1960년대에 시작 

되었으며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13개국에서 건식저장 관련시설을 

건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34，35]. 여러 방법의 건 

식처리기술이 제안되었고 그 중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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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선택한 기술은 일본 CRIEPI[36，37]가 제안한 기술과 유사성이 았 

다. 이 기술은 전처리단계를 거친 사용후핵연료를 산화물 상태에서 

염화리륨에 녹이거나 또는 염화물로 일단 만든후에 이 염화물의 혼 

합물과 리륨 금속을 용융상태에서 접촉시켜 환원추출(Reductive 

Extraction)하는 과정 에 서 시 작한다. 이 환원추출과정 에 서 알칼리 금속 

과 알칼리토금속의 염화물은 환원되지 않고 리륨염 상에 그대로 남 

아있지만， 초우란원소와 희토류금속의 원소들은 리륨이 산화되면서 

환원되어 금속혼합물상(Alloy)에 존재하게 된다. 환원되지 않은 염화 

물의 염상(Salt Phase)으로부터는 용융전해환원법에 의하여 리륨금 

속을 회수하여 환원추출에 재순환시켜 사용하고 나머지 세습， 스트 

론륨 등은 염처리과정에 의해 물에 쉽게 용해되지 않는 산화물로 변 

환시키고 유리화와 같은 처리과정을 거친후 저장된다. 이러한 일련의 

공정을 그림 3. 1.46에 도시하였다. 

희토류와 초우란원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리륨금속의 용융알로이상 

은 Electorefining ancl/or Multistage Extraction으로 불리우는 복잡한 

일련의 공정에 의해 처리된다. 용융알로이상의 초우란원소틀과 희토 

류원소들은 LiCI-KCl의 공융염 (Eutectic Salt)상과의 접 촉 및 염 화카 

드륨을 이용한 산화에 의해 공융염상으로 추출된다. 카드륨은 처리 

후 재순환되고 공융염상의 초우란원소는 다시 리륨을 이용한 환원추 

출에 의해 비스머스 또는 남과 같은 금속상으로 추출되고 희토류원 

소들은 공융염상에 남는다. 공융염상의 공융염은 처리된 후에 재순 

환된다. 

이러한 건식처리 과정의 단계 중 위탁 연구와 관련된 부분은 그 

림 3. 1.46의 Salt and Reductant Recovery 부분의 환원제 회수에 해 

당한다. 일차년도에는 용융전해환원에 의해 순수한 염화리륨 상 또는 

리륨산화물과 염화리륨의 혼합물로부터 리륨금속을 회수하는 공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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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lized Spent Fuel 

Fig. 3.1.46. Lithium Red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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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연구한다. 2차년도에는 알칼리금속의 염화물 또는 산화물이 

리륨염 상에 함유되어 있을 때 용융전해환원계의 상평형 또는 분배 

계수를 대상으로 연구한다. 

가.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용융상태의 금속과 금속의 염화물들은 섞이지 않 

으므로 다른 상을 이룬다. 그러므로 건식분리공정의 주요단계들은 섞 

이지 않는 금속상과 염화물상의 용매추출로 볼 수 있고 성분이 어느 

상에 존재할 것인지는 산화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산화상태의 변화는 

화학적 환원제를 이용하거나 또는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다. 리륨과 염화리륨은 녹는점이 낮아 650 oc 이하에서 설현 가능하 
므로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리륨 본 연구의 범위는 전기화학적 

환원에 한정되지만 화학적 환원을 같이 검토하기로 한다. 

(1) 화학적 환원에 의한 용매추출 

원소 M의 분배는 M이 염화물로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으 

면 금속상태로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다시 다음의 반응 

평형에 따라 결정된다. 환원제로 금속 리륨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들 

반응은 금속원소 i=1.2 .... m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시되고 

M( 씨 Cι(salt) + nLi( meta!) = M( i)( meta!) + nLiCI(sa lt) 

(3.1.19) 

반웅평형은 다음 식으로 결정된다. 

r 

찌-
t따 

? 
l 
-” 

a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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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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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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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llGjO(T)는 온도 T에서 i번째 반웅의 표준반응겁스에너지 

이다‘ a는 활동도인데 이는 농도와 활동도계수의 곱으로 표시된다. 

ai=Xiri (3.1.21) 

여기에서 Xi는 여러 단위로 표시 가능한 농도이고 이에 따라 활동 

도계수가 결정된다. 

표준반응겁스에너지는 다시 다음과 같은 관련된 성분들의 표준 

생성겁스에너지에서 계산되며 여러 물질들에 대한 생성겁스에너지를 

문헌[38]에서 찾을 수 있다. 

M( i)( meta!) + n/2 Cl2 = M( 끼Clη (salt) i= 1, 2, ... m (3. 1.22) 

Li( meta!) + l/2C12= LiCI(salt) (3.1 .23) 

따라서 

L1G( 시 o = n L1G~， Licl- L1 G잉.， M( t)CI. (3. 1.24) 

생성겁스에너지를 문헌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실험에 의존해 

야 한다. 금속원소 M<D의 금속과 염에 대해 염 중에서 전하의 이동 

이 양이용에 의하고 또한 염이 잘 해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다음 

전극반응을 생각할 수 있다. 

우측전극 : M(i)n+ + n/2 C“(gas) + ne-• M( 치 Cln( SaltX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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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전극 : M(i) η+ (Salt) + ne →M( 서(Meta!) (3.1.26) 

그러면 이 전지의 전위는 Nernst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n RT , aM(z) ( meta!) aC1
2
(gas) η/2 

E =E(M( 서IM( 서Clη)U - --- 1n 
aM(z)CI，μalt) 

o RT 1 aM(z/meta!) 
=E(M( 제M(시Cμ)U _ .l.~:" ln -=-JVl ~z) 

a M(z)CI.(Salt) 

(3.1.27) 

여기에서 염소기체는 순수하고 표준압력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였 

다. 리륨에 대해 벼슷한 식을 쓸 수 있고 아래에 (3. 1.36)식으로 주어 

져 있다. 

농도와 전위의 측정에서 결정된 E(M(i) Iλif(i) Clnl 값과 다음의 

열역학 관계식을 이용하면 

L1Co=-nFÊ (3.1.28) 

(3. 1.24)식의 반응겁스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L1C( 서 o = n L1C~，LiCl+ nFE(M(i)IM( 서Clη)0 (3. 1.29) 

화학적 추출과정에서 금속원소 M(i)에 대한 금속상과 염상의 분배 

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D XM(t)( ηzeta!) 
i- X M(t)CI.(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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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X는 몰분율로 표시된 농도이다. 이 분배계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3. 1.30)식과 (3. 1.20)식을 결합하면 

YM(z)YLiCIX ’tz l D".= K1' ' 1~~\ {，1' L(;\"""-- .L" 

YM(z)CI.Yiμx.. ú 
(3. 1.31> 

따라서 평형상수 Ki가 알려져 있고 활동도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면 리륨 금속과 M(i) 염화물의 초기농도가 알려져 있을 때에 이 식 

과 물질 수지에 의해 분배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활동도계수의 계산이며 조건에 따라 순수상태 또 

는 무한희석상태를 가정할 수 있으면 계산은 다소 단순화된다. 

(2) 전기화학적 환원에 의한 용매추출 

리륨을 환원제로 하는 용매추출에서 리륨은 산화되고 전처 

리된 핵연료 성분의 상태에 따라 리륨은 산화리륨 또는 염화리륨으 

로 산화된다. 핵연료의 염화물에서 시작하는 경우 화학적 환원 추출 

후에 염상에는 환원되지 않은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의 염화물 

과 함께 산화된 염화리륨이 존재한다. 핵연료의 산화물에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먼저 산화물과 염화리륨을 접촉시켜 산화물을 염화리륨에 

녹이고 다시 용해된 산화물을 금속리륨에 의해 환원하는 방법을 생 

각할 수 었다. 이 경우에 염상에는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의 산 

화물과 함께 리륨의 산화로 생성된 산화리륨이 염화리륨에 녹아 있 

게 된다. 이렇게 산화된 염화리륨 또는 산화리륨은 전기화학적 방법 

에 의해 환원되고 재순환된다. 

전기화학적 환원에 의해 염화물의 혼합염상으로부터 리륨을 회수 

하는 문제를 생각하자. 환원추출 후의 염상에는 알칼리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의 염화물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이 중에서 리륨염화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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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순환시키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해 환원하는 

것이다. 이때에 cathode는 액체 상태의 금속리륨이 되고 전해질은 염 

의 혼합물이 된다. 실제에는 리륨금속 상에는 희토류금속과 초우란 

원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일차년도의 리륨회수 공정에서는 용융금속 

상은 순수한 리륨을 대상으로 한다. 

환원이 시작되면서 염화리륨은 전극인 리륨금속상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anode를 흑연， cathode를 리륨금속이라 할 때 전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Lz1 LiCI, (Metal Chlon'des) I Cl21 Gγaphite (3.1.32) 

이 전지에 대한 전극반응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우측전극 : Li+ + 융 C12 +e • LiCI (3. 1.33) 

좌측전극 : Li+ + e- • Li (3.1.34) 

그러면 두 식을 결합하여 전체 전지반응에 대해서 다음 식을 쓸 

수 있다. 

Liα'( Salt) = Li( me뼈 + 융 CI2(gas) (3.1.35) 

이 전지의 전위는 두 전극반웅의 전위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시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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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T L aLi(meta!) a ClJgas)1/2 
E = E(LzlLiC!)U-구큐 1n aLzCl(salt) (3.136) 

o RT , aLi(meta!) 
= E(LzlLiC!)U - .L.'::" 1 

n aL1Cl( salt) 

여기에서 염소가스는 순수한 상태로 방출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V는 반응에 관계된 전자의 수이고 a는 앞에서와 같이 활동도이다.F 

는 반응식 (3. 1.35)에 해당하는 표준반웅겁스에너지이며 순수한 표준 

상태에 있을 때의 리륨과 염화리륨의 생성겁스에너지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금속상과 염상이 순수하다고 하면 측정된 E 값은 F 이 된 
다. 실제로는 반응식 (3.1 .35)는 자발적인 반응이 아니며 외부에서 

전지전위보다 큰 전위를 반대로 인가하면 일어날 수 있는 전해반응 

이다. 또한 실제 적용에서는 금속상에 희토류 금속과 초우란 원소 등 

이 공존하므로 활동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리륨의 산화물이 산화리륨인 경우에 전해질에는 산화리륨과 염화 

리륨이 혼합되어 있고 산화리륨의 환원에 대한 전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Lzl Li’20, LiCl, (Metal Oxides) 1 0 21 C (3. 1.37) 

그러므로 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금속의 산화물이 없는 경우에 

도 산화리륨과 염화리륨이 경쟁관계에 있게 된다. 산화리륨의 환원에 

대해 전지반응은 다음과 같이 된다. 

Li20(Sa삐 = 2Li( meta!) + 융 02(gas) (3.1 .38) 

그리고 (3.1 .36)식은 다음과 같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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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T 1 aL(mefa!) aα 1/2 (gas) 
E = E(LzlLi2 O)U-깅균 1n a Lt20(salt) (3139) 

n RT 1 aL(mefa!) 
= E(LzlLi2 O)U-고F l n a Li20(salt) 

그러면 (3. 1.36)식과 (3. 1.39)식의 전위는 다르게 되고 인가전압에 

따라 어떤 환원반응이 먼저 진행될지 결정된다. 산화라륨이 염화라륨 

보다 먼저 환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표준전위 와 활동도 계수 

위의 논의에서 F 값들은 전지반응에 대한 것들이고 전극 

반응 또는 반전지 반웅의 표준전위의 차로 표시될 수 있다. 

F=하-~ (3. 1.40) 

전극반응의 표준전위는 임의의 전극을 표준전극으로 선택하고 이 

를 기준으로 측정한 전위차에서 결정된다. 상온의 전극반응에서는 표 

준수소전극과의 전위차를 기준으로 하여 반전지 반웅의 표준환원전 

위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3. 1.32)식으로 표시된 전지는 AgCl/Ag 전 

극을 표준전극으로 택하여 두 개의 전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LzlLiC4AgC4A.g (3. 1.41) 

Gγaφhi펴 Cl21LiC4AgC4Ag (3.1.42) 

그러면 (3. 1.41>식으로 표시된 전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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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T ηrη A -'"' 

E = E(LzlLiC I. AgC~Ag)U - .1..'::; ln -:Ll
V

감쁨 
νrιLiC/(ιAg 

(3. 1.42)식에 대해서는 

(3.1.43) 

o RT E = E( CI2ILiCI， AgC~Ag)U - .I..~;;' ln _ ~~/2 _1 - (3.1.44) 
vF acl2 / aAg 

이 두 식의 차로부터 (3. 1.36)식을 다시 얻는다. 

o RT 1 aLi( meta!) aCI, (gas) 1/2 
E = E(LzlLiC!)U - .1..':::' ln 

aLictC salt) (3. 1.45) 
o RT 1 aLi(meta!) 

= E(LzlLiC!)U - n :.:, 1 
vF n aLtCl(salt) 

AgClIAg과 같은 표준전극을 사용하면 AgCl과 Ag를 순수하게 유 

지할 수 있고 따라서 표준전위와 활동도계수를 결정할 수 었다. 

(3.1.43)식을 예로 생각하자. 표준전극을 사용할 때에 Li와 LiCl이 순 

수하면 활동도가 1이 되고 따라서 측정된 전위는 AgCIIAg 전극을 

기준으로 한 환원전위가 된다. 이제 Li는 순수하고 염상이 혼합물이 

된다면 LiCl의 활동도는 1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E=E(LzlL때0+뽑 ln aLictCs，뼈 = E(LzlLiC /)0 +뿔( lnxLiCl+ 뼈 

(3.1.46) 

따라서 E의 측정에 의해 이미 결정된 E(Li I LiCll 값과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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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l의 몰분율로부터 활동도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염상이 순수하고 용융금속상이 혼합물로 되어 있을 때에도 적용된다. 

나. 실험적 배경 

위에서 생각한 반응들은 금속염과 금속의 용융상태에서 일어나므 

로 계의 온도를 염과 금속의 녹는점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이유 때문에 리륨을 이용하는 공정에서 600 oC 이상의 온도가 필 

요하다. 또한 리륨의 강한 산화경향 때문에 이러한 반응과 저장은 알 

곤 분위기의 글로브 박스 내에서 진행된다. 전기화학적 환원을 위해 

서는 반응기와 전극이 필요하며 이러한 물질들의 선정에는 재료의 

녹는점， 리륨과의 반응성， 알로이 생성에 대한 안정성， 리륨의 침투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반응기의 재질을 먼저 생각하자. 녹는점이 높은 알루미나나 마그 

네시아가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마그네시아는 리륨에 의하여 환원되 

지 않는다. 본 연구의 예비실험결과에 의하면 알루미나도 비교적 안 

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재질은 다공성이므로 세공을 최 

소화한다고 하더라고 리륨금속에 의한 침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반응기와 반응기 외부의 스테인레스스틸 용 

기 사이에 비교적 작은 저항이 측정되어 리륨이 침투된 결과로 생각 

되고 있다. 실제로 산화물 대신 스테인레스스틸을 쓴 연구가 보고되 

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리륨 금속이 스테인레스스틸과 접하게 되 

어 전류의 손실이 분명해진다. 아직은 만족스러운 재질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Anode 재질로는 흑연이 많이 쓰이고 있다. 염화리륨을 산화하면 

서 염소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사염화탄소의 생성가능성이 있지만 산 

화리륨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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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와 같이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된 기체를 포집하 

고 외부로 수송하기 위하여 자켓 내에 설치된다. 본 연구의 예비실험 

에서 흑연 전극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hode 재질로 

는 스테인레스스틸이 주로 쓰이고 있다. Anode와 마찬가지로 재질변 

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백금을 사용하는 문제를 검 

토하였으나 백금은 리륨과 알로이를 형성하여 녹는 것을 확인하였다. 

Anode 재질로 Pt-Rh 합금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준전 

극은 탄탈럼 자켓 내에 AglAgCl 전극을 사용한 예가 보고되어 있다. 

다. 당해년도 추진실적 

당해년도에는 지금까지 글로브 박스의 제작과 시험， 전극과 반 

응기의 제작(그림 3.1.47)과 시험운전 등을 수행하였다. 

Potentionstat!galvanostat와 온도계 둥 부수 장비를 구입 설치하였 

다. 금속리륨-염화리륨 계에 대한 전기화학적 환원의 예비실험을 실 

시하였으며 그 전형적인 전류곡선과 전압곡션에 대한 결과들을 그림 

3.1.48 및 3. 1.49에 나타냈다. 

금속리륨-금속염화물 계의 실험은 두 상이 순수하므로 전류가 흐 

르지 않는 Galvanostat 모드에서 E(LilLiCzl 값이 측정된다. 

Potentiostat 모드에서는 인가된 전압이 E(LiILiCIl 보다 작을 때에 

는 환원 대신에 산화가 일어나며 이 값보다 커지면서 환원이 시작된 

다. 인가전압이 약 3 V가 될 때까지 전류는 거의 선형으로 증가하며 

계의 내부저항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전압을 

넘어서서 lO V가 될 때까지는 불안정한 피크는 보이지만 전류는 증 

가하지 않으므로 한계전류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성공적 

이지 못한 실험도 여러 차례 수행하였으며 그 원인과 현상을 구명 

중에 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염화리륨이 순수하지 않을 경우에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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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의 계면이 더럽혀지고 저항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실험을 anode의 면적을 변화시켜 가면서 수행하여 실제 조건에 

서 전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이 

러한 실험을 리륨-산화리륨 염화리륨 계로 확장하고 기본 데이터를 

얻는 것을 목표로 당해년도의 연구를 수행하고 원자력연구소의 해당 

연구팀에 보고할 예정이다. 

라. 차기년도 연구계획 

일차년도의 연구는 장치 제작과 시험에 이어 수행한 다음 

측정들이다. 

- Voltage-Current Measurements for LilLiCl 

- Voltage-Current Measurements for Lil (LizO, LiCI) 

이 연구는 장치를 개선하여 2차년도에도 확인실험을 수행한다. 

또한 다음 실험을 추가한다. 

- Effect of Anode Surface Area on Currents 

- Effect of Alkali and Alkaline Earth Metal oxides 

- Thermodynamic Analysis and Modeling 

- Half Cell Measurements for Standard Potential and Activity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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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용후핵연료 상변화 시험 연구 

1. 연구개발 수행 내용 

가. 개 요 

사용후핵연료 상변화 시험 연구분야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 

대관리공정 개발을 통해 생산된 금속 전환체에 대한 열적 안정성의 

확보에 그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 분야에서는 먼저 금속 전환체에 대 

한 산화거동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제 전환체의 거 

의 대부분의 성분은 금속 우라늄이며 따라서 금속 우라늄에 대한 산 

화거동 연구를 올해의 연구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차세대 관리 

공정의 초기공정인 사용후핵연료봉의 탈피복 및 펠렛 분말화 공정과 

관련하여， 이산화 우라늄에 대한 산화거동의 규명을 위한 시험도 금 

속 우라늄 시험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그밖에 실제 금속 전환체에 

의한 열발생의 정도 및 열적 특성을 직접 알기 위한 실험도 수행하 

였다. 이것은 먼저 기존 이산화우라늄 연료로부터 나오는 열량 및 열 

차폐 용기 내에서의 온도 상승 정도를 측정하고， 또한 관련 전산코드 

의 도웅으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 즉 이산 

화우라늄 연료로부터 나오는 열량의 직접적인 측정은 조사후시험시 

설의 핫셀내에서 수행하였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상변화 및 열 안정성 시험들과 병행하여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열화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전산코드의 개발작 

업도 외부 연구수탁 용역으로 수행하였으며， 해당년도의 연구성과를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나. 시험방법 

(1) 금속 우라늄 산화 시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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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편 준비 

순수 금속 우라늄을 약 45 mg 전후로 절단한 후 아세 

톤에 4분 가량 넣었다가 공기중에서 건조시켰다. 시편의 크기를 45 

mg 전후로 절단한 이유는 실험에 사용했던 TGA 장치의 실험 pan 

밖으로 산화시 발생하는 우라늄 분말의 부피팽창에 의한 외부로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장치에서의 실험가능 시편무게는 1 

g 이하다. 하지만 실험을 수행해본 결과 100 mg 정도의 시편의 경우 

에도 루게손실이 얼어나는 사실을 통해서 실제 100 mg 이상의 시편 

실험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금속의 산화실험과는 

달리 금속 우라늄의 산화과정에서는 부피팽창과 함께 분말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산화율을 측정할 때 반응면적에 대한 

산화율의 측정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시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각 시편에 대한 크기와 반웅면적의 차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설험 장치 

100 % 02 분위기 하에서 산화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비 

교를 위하여 공기， N2, He 기체분위기에서도 산화실험을 수행하였다. 

Gas Flow Meter를 사용하여 100 mVmin의 유 량으로 가스를 공급토 

록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T A instruments사가 제작한 Thermo Gravimetric 

Analyzer 2050 두 대를 사용하였는데， 이 것을 각각 TGA 1, 2라고 명 

명하였다. 예비 실험을 통해 TGA 1과 TGA 2가 서로 특성이 약간 

다르다는 결론에 이르러， 그후부터는 동일 기기 및 동일 조건에서의 

산화시험을 위해 TGA 2에서 산소분위기만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실험장치 구성의 개략도를 그림 3.2.1에 나타내었고 설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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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Systematic Diagram of Oxidation 
Experiment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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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대한 사진을 그림 3.2.2와 3.2.3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TA 2050 

TGA는 소프트혜어적으로 모든 장치의 제어가 가능하다. 실험은 순 

서적인 실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수행하였고， 자료의 분산 등이 적은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 실험 방법 

실험에 사용한 시편들은 제작시 한 batch에서 얻은 것 

이므로 미세조직이라든가 기타 다른 물성들은 같은 것으로 가정하였 

다. 그러나 산화시험시 시편의 크기를 정확하게 같도록 제작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시편마다 표면 대 부피비가 달라진다. 이러한 비 

는 산화가 일어나는 속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따라서 가능하면 

시편의 크기가 비슷하도록 시편제작을 하였다. 시편의 크기가 100 

mg 이상을 넘으면 용기의 내부용적이 비교적 적은 Pt pan의 경우 

산화물이 이 pan을 넘쳐 weight loss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실 

험은 용적이 큰 알루미나 pan을 사용하였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금속 우라늄 산화에서는 다른 금속의 

산화거동 연구에서 흔히 쓰는 반응단위인 면적당 산화량(mg/cJm2)의 

무게이득 단위를 쓰기가 어렵다. 산화과정에서 부피팽창과 분말화 현 

상이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 시편 초기의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반 

웅이 끝날 단계에서는 완전한 분말에 가까워져서 반응면적을 계산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응면적을 기준으로 한 표준화 값을 

쓰지 않고 단순히 원 부피에 대한 상대적 무게증가 단위 (weight 

percent, wt%)를 택하였고， 이러한 선택에 따라 시편의 크기와 반응 

면적보다는 시편의 초기무게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문헌들 

은 거의 모두 반웅단위 면적당의 산화속도 단위를 채용하였는데， 이 

는 산화실험 시간이 짧은 초기산화 현상 연구에 목적을 둔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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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Photograph of System for Oxidation Experiment. 

- 223 



시편의 크기에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조사 핵연료 산화시험 장치 제작 및 시편 확보 

조사 핵연료에 대한 산화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치를 

제작하여 조사재시험시설의 핫셀내에 설치하였다. 전기로는 기존에 

상용으로 판매되는 박스형 전기로를 일부 개조하였고， 온도 콘트롤러 

는 개조하지 않은 상태로 핫셀의 작업구역에 설치하였다. 사용후핵연 

료 및 피복관 시료는 현 조사후시험시설의 풀 및 핫셀에서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봉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채취하였으며， 관련된 시편의 이 

력 및 여러 가지 조사후시험자료를 확보하였다. 조사시료들은 산화 

및 관련 분석시험을 위해 산화시험장치가 설치된 조사재시험시설의 

핫셀로 이송되었다. 

(3)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열적 안정성 핫셀 시험 

사용후핵연료 금속 전환체에 대한 열적 안정성 확보에 필 

요한 발열량 측정자료를 얻기 위해 기존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핫 

셀내에서의 발열에 의한 온도측정 시험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열적 

정보는 금속 전환체에 대한 열적 안정성 확보자료 외에도 사용후핵 

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컴퓨터 코드의 검증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시험은 현 조사후시험시설내에서 장기간 동안 저장되어온 사용후 

핵연료봉들중 한 개를 선택하여 적당한 길이로 절단한 후 온도계가 

설치된 열차폐용기내에 절단된 연료봉 절편을 넣어 일정한 시간주기 

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4)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를 위한 건전성 열화평가 전산코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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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미 개발된 봉내압계산용코드(SPENFIP)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국내 원자로의 설계자료 둥을 

이용해 부문별 검증을 수행하였다. 건식저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열 

화기구들에 의한 피복관의 건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전산코드에는 미국 PNL의 DA TING(Determining Alowable 

Temperatrue for CIrY storage of spent fuel in Inert and Nitrogen 

Gases) 코드， NRC의 DCCG 모벨 코드와 최근 국내에서 개발한 

SIECO 코드(Systematic Integrity Evaluation COmputer code, 

DATING 코드의 웅력부식균열과 피복관 산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 

도록 개조한 코드)가 었다. 그러나 이들 코드에서는 온도와 압력 변 

화에 따른 피 복관의 누적 손상평 가기 준을 creep rupture time에 두고 

있어 또 다른 기준(total strain <1 %)인 strain의 변화에 따른 건전 

성 열화 정도를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reep rupture 

에 의 한 피복관의 건전성 열화를 creep rupture time과 strain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할 수 었도록 작성된 프로그램 (CRUPTAIN， 

Creep RUPture Time in Air Inert and Nitrogen gases)을 사용하여 

열화진행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부문별 검증과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전산코드 개발을 위한 초기구조와 연산 

알고리즘이 구성되었다. 

2. 연구 결과 

가. 금속 우라늄 산화 시험 연구 

(1) 금속 우라늄의 산화속도 측정 및 분석 

금속 우랴늄에 대한 산화속도론적 연구를 위하여 산소분위 

기 에 서 150, 193, 203, 250, 260, 270, 280, 300, 310, 그 리 고 340 oc 의 
옹도조건에서 산화실험을 수행하였고， 분위기에 의한 산화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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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기 위해 질소는 203, 230와 325 oc 에서， 헬륨은 270, 300, 203와 

340 oc 온도에서 산화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공기분위기에서는 
230, 325, 203 oc 에서 산화실험을 수행하였다. 칠소와 헬륨에 대한 산 

화 결과를 그림 3.2.4와 3.2.5에， 공기와 산소에 대한 산화 결과를 그 

림 3.2.6과 3.2.7에 각각 나타내었다. 또한 각 실험에 대한 조건들을 

표 3.2.1과 3.2.2에 나타내었다. 

건조 공기분위기， 혹은 산소분위기에서 순수 금속 우라늄이 산화 

되면 FCC fluorite 형태의 U02가 되었다가 아직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U307이나 U409과 같은 중간 단계의 산화물을 거친 후 최 

종 단계인 U308으로 변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론적으로 이러 

한 변환과정을 살펴보면 U02에서 U308으로 가는 과정은 약 3.95 % 

정도의 무게 증가가 일어나게 되며 U에서 U308으로 가는 과정은 약 

17.93 % 정도의 무게증가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산화초기부터 약 

13.44 % 정도의 무게증가가 일어나는 영역은 U가 U02가 되어가는 

구간이고 13.44 %부터 17.93 %까지는 U02가 U308이 되어가는 구간 

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각 기체에 대한 산화그림을 보면 약 17.93 % 

근방에서 산화가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이론적인 값에 

일치하는 실험결과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U02가 형성되어 

질 것으로 보이는 13.44 % 근방에서 산화경향은 눈에 띠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 단계에서 산화 mechanism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추론에 도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U02가 형성된 이후 U307 형성반응에서는 U02의 격자 

결정구조에 약간의 수축과 내부응력이 나타나며， 아울러 U307 생성반 

웅은 내부균열과 업계를 가로지르는 미세균열 동의 구조적인 변화를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다. 마지막 단계인 U308 생성반응에서는 U02 

에 비하여 부피가 30 %정도 증가하여 밀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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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 Initia1 Oxidation Condition at Various 

Gas Environments and Temperatures 

기체 온도CC) 초기무게 실험시간 실험장치 
(mg) 분) 

Pan 비고 

N2 203 19.354 3900 TGA 2 pt 

230 20.956 5760 TGA 2 pt 

분당 

325 22.007 4320 TGA 2 pt 0.07 .C 씩 

증가시킴 

He 203 38.81 10000 TGA 2 pt 

270 41.362 4300 TGA 1 pt 

300 25.313 2880 TGA 1 pt 

340 47.338 1440 TGA 2 Al 

Air 203 41.112 10000 TGA 1 pt 

230 21.987 5760 TGA 1 pt 

분당 

325 15.479 4320 TGA 1 pt 0.07 .C 씩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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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02 

Table 3.2.2. Initial Oxidation Condition at 02 

Environments and Temperatures 

옹도CC) 
초기무게 실험시간 

실험장치 Pan 
(mg) (분) 

150 39.429 4000 TGA 2 Al 

193 33.423 9600 TGA 2 Al 

203 44.489 5040 TGA 2 Al 

250 55.194 5040 TGA 2 Pt 

260 32.740 5040 TGA 2 Al 

270 56.773 4300 TGA 2 Pt 

280 27.948 2400 TGA 2 Al 

300 39.934 1200 TGA 2 Al 

310 49.031 1440 TGA 2 Al 

340 46.045 600 TGA 2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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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팽창은 U02 구조의 분말화를 유발시킨다. 본 실험에서도 실험이 

끝난 후 14 % 이상 산화된 시편을 보면 분말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금속 우라늄 산화의 최종 생성물 

을 제어하는 것이 금속 우라늄 전환체의 저장 및 취급시 중요한 요 

소가 된다. 김건식 등[1]에 의하면 UÛ2가 U307으로 산화되는 과정은 

주로 산소의 확산과정에 지배를 받으며， 이는 시간에 따른 무게증가 

곡선이 포물선 형태로 나타나고， U307 상은 U02 업방체 구조와 격자 

변수 차이가 적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업방체상과 밀착된 상태를 유 

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 

(2) 금속 우라늄의 미세조직 및 성분 분석 

그림 3.2.8에 산화되지 않은 금속우라늄의 광학현미경을 사 

용한 조직사진을 보였다. 미세조직을 나타내기 위해서 HZS04 HzOz 

== 1 : 9 의 비율로 섞은 에칭용액에서 부식 처리하여 이것을 광학현 

미경 하에서 50배로 사진 촬영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계 

가 다른 금속에 비해 매우 복잡하게 나타났다. 

성분분석을 위해 XPS 분석을 수행하여 실험에 사용한 우라늄을 

확인하였다. 그림 3.2.9에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왼쪽의 피크는 산 

소의 결합에너지를 나타내며 오른쪽의 두 피크는 금속 우라늄의 결 

합에너지를 나타낸다. 금속우라늄은 공기중에서 산화가 매우 빨리 일 

어나기 때문에 시편의 표면을 고운 사포에 문질러서 바로 실험에 들 

어갔으나， 그 짧은 시간에도 약간의 산화가 일어나서 377 eV의 금속 

우라늄 결합에너지 위치에서 약간 더 큰 에너지 위치로의 

broadening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주 피크가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은 전자의 spin multiplicity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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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Fresh Uranium Metal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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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 우라늄의 EPMA 분석 

EPMA(Electron Probe Micro-analysis) 분석 을 320 oc 온 
도 분위기에서 끝까지 산화를 시킨 시편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산화 

가 끝까지 일어난 부분과 산화가 마지막 단계까지 럴 일어난 부분에 

대하여 먼저 SEM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그림 3.2.10과 3.2.11에 

나타냈다. 그림 3.2.10은 전형적인 U308 형태를 나타내고 금속의 모양 

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인 것으로 봐서 산화가 끝까지 진행된 경우라 

고 할 수 있고， 그림 3.2.11은 이와 반대로 금속 모양을 아직까지 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산화 단계가 마지막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림 3.2.11에서 대부분의 영역이 균열을 수반하 

고 있고， 일부 분말화가 일어난 것도 볼 수 있어서， 마지막 단계까지 

는 아니지만 산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O!U ratio를 분석한 결과 그림 3.2.10에서 보듯이 산소 대 우라늄 

의 비율이 2나 3을 훨씬 넘는 값이 부분적으로 검출되었는데， 이것은 

기공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고， 그림 3.2.11에서 평균 O!U ratio를 

구한 결과 O:U=7:3 정도의 값을 얻었다. 단정짓기 어렵지만 U307의 

형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금속 우라늄의 XRD 분석 

보다 구체적인 결론을 위해서 XRD 실험을 수행하였다. 

280 oc 온도서 각각 2, 4, 6, 8, 12, 16 wt% 까지 산화시킨 시편들에 

대해 XRD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최종 생성물의 량이 부족하여 분석 

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완전히 산화가 끝난 상태의 시편만을 

분석하였다. 산화가 완전히 끝난 상태는 금속 우라늄의 분말화가 거 

의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며， 이때 분말의 모습을 살펴보면 직경 1 

mm 이하의 약간 거친 분말형태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XRD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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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 SEM Photograph of U!anium Metal 
Oxidized Perfectly at Oxygen 
Environment and 320

o

C. 

Fig. 3.2.11. SEM Photo당raph of Uranium Metal 
。xidized Insufficiently at Oxygen 
Envlronment and 320 oC. 

- 237 --



쓰이는 시편은 분말형태로 준비하기 때문에 산화가 끝난 상태의 우 

라늄 분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러 번에 걸친 분석에서 예 

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와서 시편 준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 

고 우라늄 분말을 몰타르에 곱게 갈아서 다시 분석하였더니 좋은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2.12에 공기중 340 oc 분위기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산화시 

킨 시편의 XRD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피크를 분석한 결과 U03, 

U02.9, U30S 세가지가 일치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U03와 

U02.9 피크는 소프트웨어적인 오차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XRD 

분석을 할 때 피크가 예리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분석장치에 내장되 

어 있는 여러 표준피크들이 함께 나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라늄 

은 예리한 피크가 잘 나오지 않고 XRD 분석 결과 이와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2-theta 값의 0.2-0.4 정도 

는 오류값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U03와 

U02.9 피크는 이와 같은 오류 범위 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의미있는 

피크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금속 우라늄 산 

화의 최종 생성물은 U30S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의 두 가지 

근거에 의하여 더욱 보충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금속 우라늄의 산화가 끝까지 일어나면 거의 대부분 U30S 

형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은 기폰의 금속 우라늄 산화와 U02의 

산화 자료[2-5]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둘째， 금속 우라늄의 산화가 끝까지 일어나면 약 18 wt% 정도에 

서 포화되는데 이라한 사실은 금속 우라늄 산화의 이론적 무게증가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만일 초기 금속우라늄에서 마지막 U03 

까지 산화가 일어나서 U03냐 U02.97} 형성되었다면 이론적으로 약 

20 wt% 이상의 무게증가가 일어나야 하는데 현 연구에서 수행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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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번의 실험결과 18 wt%를 초과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물론 현 

연구에서 온도범위가 340 .C 이하라는 점과 산화가 포화될 때까지 진 

행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림 3.2.7을 보면 이와 같은 의견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금속 우라늄 산화거 동 

150-340 .C 산소분위기에서 금속 우라늄의 산화거동을 설 

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산화거동 형식을 이용하였다. 

wη k t (3.2.1> 

여기서 

= kn e (-옮) (3.2.2)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 W = ~ ln kot - -요」- (323) 
U~ nR T 

여기서 W는 단위 시간 당 원래 부피에 대한 무게이득(%)을 사용 

하였으며 T는 절대온도 값을 사용하였다. 여러번의 fitting을 통해서 

7 wt%이하에서 n 값은 거의 1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이 구 

간에서는 선형적인 반응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lnW와 

l/T의 그래프를 통하여 7 wt% 이하에서 다음의 산화식을 얻었다. 

1_ ...1캘lliL\ 

k = 2.16 X 105 e \ RT) [ μJt %/ h]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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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값은 칼로리 단위를 사용하였다. 

현 연구에서 구한 값을 각 연구자들의 결과와 함께 표 3.2.3에 나 

타내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 연구의 활성화에너지 값이 작은데 

이는 다른 연구자들의 실험보다 현 연구의 산화반응이 빠르게 진행 

됐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는 시편의 크기와 전처리， 

시편 내의 불순물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불순물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크기와 전처 

리 방법에 그 주 원언을 둘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 연 

구의 시편 크기가 다른 연구자들의 시편보다 작았고 또한 다른 연구 

와 달 리 mechanical polishing 내 지 electrical polishing 전 처 리 를 하 

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냐. 조사 핵연료 산화시험 장치 제작 및 시편 확보 

(1) 조사핵연료 산화시험 장치 제작， 설치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개발과제와 관련하여 二그/.

n ‘「

전환체의 산화거동과 비교하고 또한 금속 전환체의 산화과정 중 UOz 

에서 U30S으로의 변화과정의 좀 더 정밀한 상 변화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조사핵연료에 대한 산화시험 장치를 제작， 설치하였다. 기존 

상용원자력발전소로부터 취출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산화시험 장치 

빛 무게측정용 밸런스는 이미 상용으로 생산 된 기존 기기를 구매하 

여 핫셀 내에서의 원격조작에 적합하게 수정하였으며， 시험기기는 조 

사재시험시설의 시편 저장용 핫셀 내에 설치하였다. 

(가) 산화시험 장치 

산화시험 장치는 일반적으로 재료의 열처리 시험 시 많 

이 사용하는 박스형 전기로를 구매하였으며， 핫셀 내 설치를 위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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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 Activation Energy of Oxidation 

of Uranium Metal 

Activation Energy 
Researcher Temperature( .C ) 

kcaνmol kJ/mol 

McGilivray 40 - 350 16 67 

50 - 100 18.5 77.7 
Bennett 

100 - 300 20.2 84.84 

Rìtchie 40 - 300 18.3 75.6 

B하<:er 98.5 - 200 22.5 94.5 

This research 150 - 340 14.2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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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수정작업을 하였다. 산화시험 장치인 전기로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형태 : 박스형 

- 전기용량 : 2 kW 

- 온도 콘트롤러 분리형 

- 크기 : 400(L) x 400(W) x 400(H) 

(나) 원격 무게 측정용 밸런스 

핫셀 내에 설치된 산화시료 무게 측정용 전기저울은 

스위 스 Mettler사의 Electronic Analytical Balance인 Mettler Model 

AT261로 핫셀 내에서의 원격 무게측정에 필요한 AT-SE Kit와 함께 

구매하였다. 이 저울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Weighting Range : 0-62 g 10-205 g 

- Readability : 0.01 mg 1 0.1 mg 

- Reproducibility : 60 g Delta Range 

0-50 g : 0.015 mg 

50-200 g : 0.03 mg 

200 g Range 0.05 mg 

- Stabilization time : 60 g De1ta Range 8-12 s 

200 g Range 3 - 5 s 

- Built-in calibration weights : 2 x 100 g 

- Calibration with extemal weight : 200 g 

- Linearity: 60 g DeltaRange :t 0.08 mg 

200 g Range :t 0.15 mg 

AT-SE Kit (ME210680)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Separate Electronics and Extension cable, length 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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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232C computer cable, length 1.5 m 

(다) 산화시험 장치 및 밸런스의 핫셀내 설치작업 

핫셀 내 설치용으로 개조된 두 개의 박스형 전기로 및 

밸런스를 현 조사재시험시설의 시편 저장셀 내에 설치 완료하였다. 

설치된 전기로 및 밸런스는 그림 3.2.13과 3.2.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조사 핵연료 시료의 확보 

(가) 대상 핵연료봉 선정 및 연소도 분포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산화시 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 

여 현재 조사후시험시설 풀에 보관중인 고리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배 

출된 세 개의 집합체로부터 각 한 개씩의 해연료봉을 선택하여 조사 

시편으로 절단 및 채취하였다. 세 개의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조사 이 

력은 다음 표 3.2.4와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G23 핵연료집합체는 

‘86년 10월 24일 고리 1호기 발전소에서 배출된 후 ’97년 11월 현재 

까지 약 11년간 냉각되었으며， 배출시 집합체 평균 연소도는 35,500 

MWD/lvlTU였다. 연소주기는 4/5/6/7 주기로 연소되었고， 연소시 노 

섬위치는 A8/ A8/B7 /D7이었다. J14 집합체는 고리 1호기에서 ‘89년 1 

월 20일 배출되었고， 따라서 냉각시간은 약 8년 9개월이었다. 배출시 

집합체 평균 연소도는 37,840 MWD/lvlTU으로 G23 집합체보다 약간 

더 연소되었다. 연소주기는 7/8/9 주기였으며， 연소시 노심위치는 

E9/J5퍼11이었다. J44 집합체는 고리 2호기로부터 ’92년 5월 29일 배 

출되었으며 냉각시간은 5년 5개월 정도로 앞서 두 개의 집합체보다 

는 짧은 냉각주기를 가졌다. 연료형태는 앞서 두 개의 집합체가 

14x14언 것과는 달리 16x16이였다. 배출시 집합체 평균 연소도는 

35,018 MWD/lvlTU으로 G23 집합체와 거의 같은 정도였으며 연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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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 Photogra찌1 of Experimental Equipment 
inside Hot Cell for Oxidation ()f Spent 
Nuclea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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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 1‘ Photo당raph of Balance if.lside 
Hot Cell for νNeightin당 Sample 
of Oxidized Spent Nuclea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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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4. Burn-up History of Spent Nuc1ear Fuel Samples 

Transp-
Bum-up Discharg-

Assem- Bum-up Fuel ortat:Jon 
Plant Bum-up (MWD/ ed 

bly Position Type Date 
Cycle MTU) Date 

No. m 

PIEF 

G23 Kori 1 41516η 35，떼 14x14 ‘86.10.24 ‘~.5 
ABI.뻐'B7!D7 

]14 Kori 1 7/819 E9/J5/ 37,840 14x14 ‘ 89. 1.때 ‘91.7 

Hll 

J44 Kori 2 7/8 C8iC7 35,018 16x16 ‘92.5.29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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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7/8 주기며， 연소시 노섬 위치는 C8/C7이였다. 

각 집합처l 에서 취출된 핵연료봉들에 대한 이력은 다음 표 3.2.5와 

같다. G23 집합체로부터 취출된 G23K2 연료봉은 표에서 보듯이 

35,280 MWD/MTU으로 집합체 평균연소도와 거의 같았다. 이 핵연 

료봉에 대한 연료봉 길이방향 Cs-137 핵종에 대한 Gross 감마스캐닝 

결과는 그림 3.2.15와 같다. 스캐닝은 연료봉의 하부 끝으로부터 17 

mm 위치에서 3,672 mm 까지 수행되었으며 연료봉의 양쪽 끝 부분 

및 각 그리드 위치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평탄한 연소도를 보여주고 

있다. J14 집합체로 부터는 J14Ell 연료봉이 취출되었으며 연료봉 길 

이방향의 전체적인 감마스캐닝 결과는 그림 3.2.16과 같다. 연료봉 평 

균연소도는 38.981 MWDα!JTU으로서 집합체 평균연소도인 37,840 

MWD/MTU보다는 1,141 MWDα!JTU 높은 연소도를 보였다. 연소도 

의 분포는 역시 양쪽 연료봉 끝 위치 및 그리드 위치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평탄한 것으로 나타났다. J44 집합체로부터 취출된 연료봉은 

J44H08로서 연료봉 평균 연소도는 35.199 MWDα!JTU였으며 이것은 

집합체 평균 연소도인 35,018 MWDα!JTU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연료봉 길이방향의 연소도 분포는 그림 3.2.17과 같다. 

(나) 시편 채취 및 시편 정보 

각 연료봉으로부터의 산화시편의 채취는 연료봉의 길 

이방향의 연소도 분포 및 시편으로부터 얻어려는 산화거동 자료의 

판단에 따라 수행되었다. 각 연료봉으로부터의 시편 절단 위치는 그 

림 3.2.18, 3.2.19 및 3.2.20과 같다. 시편 절단작업은 현 조사후시험시 

설의 9405 파괴젤에서 다아아몬드 휠 절단기로 습식방법으로 절단되 

었으며， 연료봉의 절단모습은 다음 그림 3.2.21과 같다. 또한 채취된 

시편의 각 연료봉 위치별 연소도는 표 3.2.6, 3.2.7 및 3.2.8에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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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3K2 
(35,280 MWD/MTU) 

119-129 mm 

Fig. 3.2.18. Sampling Position of G23K2 Spent 
Fuel(each sample size 10 mITÍ). 

-252-



4.8 cm 

피복관시펀 

16개 (1 cm/개) 

J14Ell 
(38,981 MWD/MTU) 

표|복관 3개(1 cm/개) 
핵연료 3개 (1 cm/개) 

Fig. 3.2.19. Sampling Position of J14Ell Spent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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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44H08 
(35 ,199 MWDIMTU) 

73-83 mm 

Fig. 3.2.20. Sampling Position of J뼈H08 Spent.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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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 Photograph of Chopped Spent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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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5. A verage Burn -up of Each Rod 

Average Burn-up 
Rods 

G23K2 
J14E11 
J44H08 

u-
때-
X
 

% 

패
 

m
u
-
잃
 잉ω
 따ω
 

Table 3.2.6. Burn -up of G23K2 Samples 

Sampling Position A verage Burn -up 
Sample 

fronn Bottonn(nnnn) (MWD!MTU) 
1 119 19,500 
2 270 32,100 
3 385 35,500 
4 395 35,600 
5 510 37,600 
6 520 37,600 
7 957 39,100 
8 2,820 37,100 
9 3,510 25,200 
10 3,520 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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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7. Bum-up of Specimens Sampled from ]14Ell Rod 

Specimen ID 
Average Bum-up 

1 -3 (Zircaloy tube) 
4-19 (Zircaloy tube) 

1-3 (FueI) 

Sampling Position 

from Bottom (mm) 
1-30 

3,850-3,870 
1-30 

(MWD!MTU) 
15,000 
10,000 
15,000 

Table 3.2.8. Bum-up of Specimens Sampled from J44H08 Rod 

Specimen ID 
A verage Bum-up 

1 
2 
3 
4 
5 
6 
7 
8 
9 
m 

Sampling Position 

from Bottom(mm) 
78 
335 
920 

1,400 
1,635 
1,780 
2,400 
2,900 
3,250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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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D!MTU) 
15,800 
33,900 
39,900 
35,700 
35,800 
35,300 
39,700 
35,700 
33,000 
15,700 



었다. 

(다) 시편의 이송 

조사후시험시설 9405 핫셀로부터 채취된 산화시편들은 

산화시험 기기가 설치된 조사재시험시설로 운반되었다. 시편의 이송 

은 조사후시험시설의 9405 셀의 뒷편에 위치한 이송용기 접합문을 

통해 빠디락 이송용기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그림 3.2.22 참조) . 차 

량을 이용한 시편의 이송과정은 그림 3.2.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라) 시편의 저장 

그림 3.2.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재시험시설의 시 

편 저장셀로 이송된 산화시편들은 시험 전까지 저장을 위해 시편 저 

장랙에 보관하였다. 이 시편들은 산화시험이 수행될 때 하나씩 인출 

되어 적당한 크기의 산화시편 또는 분석시편용으로 다시 제작된 다 

음 시험에 사용될 예정이다. 

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열적 안정성 핫셀시험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금 

속 전환체의 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의 하나로 먼저 사용 

후핵연료봉 절편으로부터 발생하는 열량을 측정하였다. 시험은 조사 

후시험 시설의 9405 핫셀 내에서 수행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핵연료봉은 앞서 산화시편들이 채취된 ]14Ell 연 

료봉이었다. 연료봉의 절단은 길이방향으로 10.0 cm 씩 모두 36 개의 

절편을 제작하였다. 절단 작업은 감마스캐닝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취급시 소결체의 이탈 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편의 양 끝단에 레진 

을 주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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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2. Photograph ofHandling Padirac Cask for Chopped 
Spent Fuel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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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3. Photograph ofTransportation Cart ofPadirac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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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4. Photograph of Specimen Flask Transported inside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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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36개의 핵연료 절편을 온도 측정용 시험장치(그림 3.2.25 

참조)의 열차폐 용기에 넣었다. 이 열차폐 용기는 500 ml의 PVC 용 

기의 외부에 45 mm 두께의 스티로폴 재료로 싸고 내부를 9 mm 두 

께의 석고보드로 상자 모양으로 만들었다. 온도 측정을 위한 열전대 

를 그림에서와 같이 용기내 두군데 위치， 즉 핵연료봉들의 중간 위치 

와 용기의 연료봉 상부 공간에 설치하였으며， 핫셀 내부 분위기 온도 

도 같이 측정하기 위해 핫셀의 빈 공간에 또 하나의 열전대를 설치 

하였다. 측정된 온도의 기록은 작업구역에 위치한 데이터 로그 

(CHINO DIGIT AL RECORDER DR 030N)를 사용하였다. 열전대로 

측정된 세군데 위치에서의 온도 변화는 다음 그림 3.2.26와 같이 나 

타났다. 핫셀의 내부 분위기 온도(Position 3)는 그림에서와 같이 약 

27.5 oC 로 나타났으며， 용기의 내부 연료봉 중간 위치 (Position 2)는 

약 52 oC, 용기 의 연료봉 상부 공간(Position 1)은 이 보다 약간 낮은 

49.5 oC로 나타났다. 

라.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를 위한 건전성 열화평가 전산코드 개 

발 

핵연료봉내의 압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원소는 Xe와 Kr 동 

의 불활성 기체 원소들이다. 이들은 일단 생성되면 핵연료의 성형체 

(펠렛)내에 남아 있지 못하고 확산되어 핵연료봉내의 공간으로 방출 

된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원자로 운전중의 봉내압을 고려할 때는 

이 두 원소의 방출량만 고려하기도 한다. 

이렇듯 연소 이력에 따라 생성량과 방출량이 달라지는 핵분열 생 

성물은 일단 핵연료 펠렛을 빠져 나오게 되면 봉내에 축적되고 이로 

인해 봉내압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런데 핵연료봉으로 구성된 집합 

체는 원자로내에서 연소주기마다 위치가 바핍과 동시에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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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으로 연소되므로 원자로내 출력 분포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연소이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연소후 최종 배출된 사용후핵연료집 

합체 및 핵연료봉은 각자의 연소이력에 따라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 

량과 이에 따른 내압에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 사용후 핵연료봉에 대한 실험 결과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었 

다. 장주기 사용후 핵연료봉의 내부압력은 25 oc 에서 보통 1.7 -3.8 

MPa인데， 간혹 5.5 MPa까지도 나타났으며 드문 경우로 8.3 MPa까 

지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장주기 연소 핵연료봉의 최대내부압력은 

7.72 MPa이라고 추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값은 설험이나 경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냉각압력을 초과하지 않는 내부압력에 대한 

규제치로 제시되었다. 

이렇듯 저장될 사용후핵연료의 봉내압을 연소이력에 따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건식저장 연구에 있어 건전성 열화 원인인 creep 

rupture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웅력의 크기와 분포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구를 통해 개조/개발된 봉내압계산용코드 

(SPENFIP)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국내 원자로의 

설계자료둥을 이용해 부문별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림 3.2.27는 

RISO-M2-2C 핵연료봉의 실험결과를 통한 검증결과이며， 그립 3.2.28 

은 국내 원자로의 설계 분석결과를 대상으로 하여 검증한 결과다. 그 

림 3.2.29에서는 이들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선출력밀도에서도 

원자로내 연소이력에 따라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평가 

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5.4 :::!::15.9 kW/m의 연소이력을 가진 

핵연료봉이 38.2:::!::O kW/m의 선출력밀도를 가진 핵연료봉보다 더 높 

은 봉내압을 갖게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봉내에 

축적되는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은 그 핵연료가 원자로내에서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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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온도에서 연소되었는가에 따른다는 것을 업중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봉의 내부압력은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에 hoop 

stress를 유발하고 이 stress가 가해지는 동안 피복관은 다음의 여러 

기구에 의해 열화과정을 겪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용후핵연료가 장기 

저장되는 동안 발생가능한 피복관의 열화 및 파손 기구는 다음과 같 

이 분류될 수 있는데 

• Creep (stress) rupture 

• Delayed hydride cracking (DHC) 

• 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 Oxidation of intema1 U02 and cladding 

• Mechanical overload 

• Fracture of ftawed cladding 

• lntemal hydriding, etc. 

건식저장인 경우에는 습식저장과는 달리 피복관의 온도가 300-

400 oc 에 달할 수 있어 각종 열화 가능 기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게 된 다. 미 국 NRC(Nuclear Regulatory Comrnittee)는 creep rupture, 

DHC, 그리고 SCC를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건식저장시 주요 

열화 및 파손기구로 꼽고 있다. 한편 유사시의 경우 공기-수중기 분 

위기 아래에서 수증기에 의한 산화와 수소의 홉수 그리고 재분배， 내 

부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부식 둥이 건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식저장과 관련하여 이들 열화기구들에 의한 피복관의 건전성 열 

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산코드들이 개발되 

었고( 예 : 미 국 PNL의 DA TING(Detennining Allowable Temperature 

for dry storage of spent fuel in Inert and Nitrogen Gases)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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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의 DCCG 모텔 코드동)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미국 PNL의 

DATING 코드를 응력부식균열과 피복관 산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 

도록 개조한 SIECO(Systematic Integrity Evaluation COmputer 

code) 코드가 개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코드에서는 온도와 압력 

의 변화에 따른 피복관의 누적손상 평가를 creep rupture time 기준 

으로 하고 있 어 또 다른 기 준(total strain <1 %) 언 strain의 변 화에 

따른 건전성 열화 정도를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reep rupture에 의 한 피복관의 건전성 열 

화를 creep rupture time과 strain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된 프로그램 (CRUPTAIN， Creep RUPture Time in Air 

Inert and Nitrogen gases)을 사용하여 열화진행을 평가하였다. 그 결 

과를 그림 3.2.30 - 3.2.32에 도시하였는데 이것은 저장기간， 냉각기체 

및 연소도별 초기 봉내압력에 따른 최대허용온도계산의 보수성을 감 

안한 결과이다. 위 그림들은 누적손상률과 1 % strain 기준을 모두 

고려한 보수적인 조합인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최대 

허용온도는 피복관의 초기 압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40-100 

MPa 범위에서는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100 MPa 이상에서는 다소 급 

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또 건식저장시설에 유입되는 핵연료의 냉각기 

간이 길어질수록 초기최대저장허용온도는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문별 검증과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전산코드 개발을 위한 코드시스템의 초기구조와 연산 

알고리즘이 구성되었다. 현재 좀더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연산시스템 

을 갖도록 하기 위한 개선연구가 최종 운영체계인 윈도우운영체계와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PC윈도우화 기초연구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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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가. 금속 우라늄의 산화거동 

사용후핵연료를 금속 우라늄형태로 저장하는데 있어서 열적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산화자료를 질소와 헬륨， 그리고 산소와 

공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온도조건에서 산출하였다. 산소분위기， 15 

0-340 oc 온도영역에서 산화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산화식을 도출 

하여 7 wt% 무게이득 조건 이하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었다. 

( _-.l캘ll!L\ 
k = 2.16 X 105 e \ RT J [ wt % / h] 

이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체 저장시 열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금속 우라늄의 산화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XRD, EPMA 분석을 통하여 금속 우라늄 산화가 끝까지 이루어지 

면 U308으로 변환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기존의 문헌 

들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U308 형성시기와 옹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온도에서 산화가 진행되는 중간단계에서의 상 변화 

분석도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순수 금속우라늄의 산화 

연구와 더불어 1.7 wt% 정도의 Nd를 섞은 이성분 시편에 대한 산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체 저장 조건에 더욱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 사용후핵연료의 산화거동 시험 준비 

조사 핵연료에 대한 산화시험을 위하여 핫셀용 시험장치를 설 

치하였다. 시험기기는 상용으로 판매되는 박스형 전기로를 일부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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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무게이득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 밸런스는 Mettler사의 원 

격 조정가능 기기를 구매하여 일부 개조하였다. 시험기기는 현 조사 

재시험시설의 시편저장 핫셀 내에 설치하였다. 

조사된 사용후핵연료 및 피복관 시료는 현 조사후시험시설의 풀 

및 핫셀에서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봉들로부터 일정부분을 채취하였 

으며， 시험을 위해 기기가 설치된 조사재시험시설로 이송하였다. 

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열적 안정성 핫젤시험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금속 

전환체의 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의 하나로 먼저 사용후 

핵연료봉 절편을 이용한 방사능 붕괴열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 

험은 조사후시험시설의 9405 핫셀 내에서 수행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핵연료봉은 실제 원자력발전소에서 타고 나온 사용 

후핵연료봉이었으며， 이것을 열차폐 용기에 넣어 실제 발열에 따른 

온도를 70 시간 정도 측정하였다. 시험 결과， 핫젤의 내부 분위기 온 

도가 약 27.5 Oc 였을 때， 용기의 내부 연료봉 중간 위치는 약 52 oc, 

용기의 연료봉 상부 공간은 이보다 약간 낮은 49.5 0C로 나타났다. 

라.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를 위한 건전성 열화평가 전산코드 개 

1:11-
2. 

본 연구에서는 creep rupture에 의한 피복관의 건전성 열화를 

creep rupture time과 strain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도 

록 작성된 프로그램 (CRUPT AIN, Creep RUPture Time in Air Inert 

and Nitrogen gases)을 사용하여 열화진행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초 

기최대허용온도는 피복관의 초기 압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40-

100 MPa 범위에서는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100 MPa 이상에서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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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설에 유입되는 핵연료의 

맹각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최대저장허용온도는 감소하고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전산코드 개발을 

위한 코드시스템의 초기구조와 연산알고리즘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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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정장치 재료 부식시험 연구 

1. 서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에서 금속 우라늄(U)으로 전환하는 

과정중 염소기체가 발생되므로 염소기체에 의한 재료의 건전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상온 또는 고온에서 염소기체 분위기에서 금속의 부 

식특성을 파악하여 부식을 억제하는 방법 또는 염소기체에 내식성 

있는 재료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온부식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되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부 

식성 기체분위기에서의 고온부식특성은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저장할 경우 저장 바스켓 재료로 활용되는 재 

료에 대한 부식특성과 방식기술을 개발하여 설계 · 제작에 반영할 경 

우， 재료의 열화에 의한 저장시설의 운전 안전성을 증가시킬 수 있 

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에서 결함이 발생될 경우 결함부위를 통해 

핵분열물질 및 핵분열생성물질이 누출될 수 있음으로 결함 사용후핵 

연료 저장용기내에 그것을 저장하게 되면 결함핵연료로부터 핵분열 

불질 및 핵분열생성물질이 외부 냉각수로 누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저장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핵분열물질 및 핵분열생성물질의 누출 

을 억제할 수 있는 제올라이트의 흡착특성을 파악하고 핵분열물질 

및 핵분열생성물질(이하 핵분열생성물질 또는 방사성물질이라 한다) 

에 오염된 냉각수가 결함저장바스켓에 충전된 제올라이트층을 통과 

할 수 있도록 하여 핵분열생성물질이 홉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 

용후랙연료로부터 발생되는 열부력효과에 의해서 통과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제올라이트를 충전한 층에서 열부력효과에 의한 유체 

의 이동현상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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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취급공정장치의 재료 부식시험에 관한 연구 

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 및 차세대 관리공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장치재료중 탄소강 및 스테인레스강의 상온 및 고온의 염소기 

체 분위기 하에서 부식특성 및 억제방법을 연구하였으며， 부식억제를 

위하여 희생양극의 부착방법과 Al 코팅 및 전류공급 효과를 고찰하 

였다. 또한 차세대 공정장치상 염소기체와 습윤분위기를 고려하여 염 

산용액 및 염산증기 분위기하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스테인레스 

강(A304， A304L, A316, A316L) 및 탄소강의 부식특성을 시험분석하 

였다. 결함 사용후핵연료로 부터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제 

어할 수 있는 저장 바스켓 개발연구에서는 ‘96년도 연구과제의 계속 

으로서， 먼저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세숨 및 스트론륨의 이성분 등 

온흡착평형량을 근거로 고정층에서 이성분 이온의 흡착파과거동 모 

델을 개발하여 파과콕선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이성분 이온의 흡착실 

험결과를 통해 결함 사용후핵연료 저장 바스켓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운전의 기초자료를 생산하였다. 

2. 연구의 배경 빛 목적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및 차세대 관리 공정장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재료들의 부식특성을 규명하여 효과적인 재료를 선 

택하고 부식억제 방법을 적용하여 장치의 안전성 및 수명연장과 관 

리공정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금속의 대기중 

부식에 대한 영향인자들을 살펴보변 일반적으로 수분이 존재하여야 

하며， 유해가스나 오염물질이 존재하면 부식속도가 증가하고， 또한 

온도가 높을 경우 수분과 유해가스의 복합작용으로 부식속도는 급격 

히 증가한다[1 ，21. 또한 건조한 염소기체 분위기에서 금속의 부식속도 

는 대단히 느리나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저장의 염화물 제조 공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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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등 고온의 염소기체와 습윤 분위기에서의 부식은 급속도로 진행 

된다[3]. 따라서 본 절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차세대 관리공정 장치 

재료의 탄소강 및 스테인레스강의 염소분위기에서 부식특성과 Al 코 

팅， 희생양극방법과 전류공급방법을 적용하여 부식억제 효과를 비교 

실험 하였으며， 1N의 염산용액 및 염산증기 분위기에서 탄소강 및 

스테인레스강 4종류에 대해서 온도별 부식실험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부식 시험 결과는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 및 차세대 저장 공 

정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내 저장조에 상당 

기간동안 저장하지만 운전 과정에서 결함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결함 사용후핵연료는 피복관의 결함 부위를 통해 핵분열 

생성물질을 수중으로 누출시켜 저장조 냉각수를 오염시킨다. 결함 사 

용후핵연료 저장 바스켓에 장착할 수 있는 흡착제 필터 시스템의 개 

념을 도입함으로써 결함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저장조 내로 방사성 물 

질이 누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지금까지 수행되어 

옹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홉착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단일성분 

핵종 홉착거동에 관한 연구， 양이온만을 고려한 다성분 핵종 흡착시 

스템에서의 경쟁 흡착에 관한 연구， 양이온(Cs) 및 음이온(I) 형태로 

존재하는 핵종을 통시에 흡착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나[4-6] ， 

세습과 스트론륨 이성분에 대한 농도비에서 홉착평형량을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성분 흡착거통모델을 연구한 적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습과 스트론륨 이온에 대한 선택성이 뛰어난 제 

올라이트 계통인 차바자이트와 13X를 이용하여 결함 사용후핵연료 

저장바스켓 장착용 필터 및 액상 방사성폐기불 처리 공정에 이용할 

수 있는 이성분 흡착평형량 및 고정층 파과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모 

델을 개발하였다. 먼저 이성분에 대한 수용액상에서 농도비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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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홉착평형량을 측정하고 이것을 다성분 흡착평형식과 비교하여 

적합한 흡착평형식을 찾아낸 후， 이성분 고정층 흡착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세숨 및 스트론륨의 이성분 홉착특성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1994-1996년에는 제올라이트와 제올라이트 

와 활성탄을 혼합한 흡착제에서 이온교환평형 회분식 실험 또는 고 

정층 실험에서 단일성분(Cs ， Sr, I)과 이성분(Cs-Sr， Cs-I) 파과곡선 

을 비교하였으며 [4-6] 금년도 연구에서는 계속 연구로서 제올라이트 

를 이용하여 이성분 흡착평형량과 이성분 고정층 흡착거동을 예측하 

는 모텔을 개발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결함 사용후핵연료 저 

장바스켓 장착용 홉착제 필터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운전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하였다. 

3. 부식특성 실험장치 및 방법 

가. 시편제작 

(1) 탄소강 

국내 (주)포항제철 제품을 사용하여 가로20 x 세로 20 x 

두께 1.6 mm의 규격으로 wire cutting을 하였고 표면 처리는 작년과 

비슷하게 sand paper #200, #400, #600, #800, #1 ，000의 순으로 연마후 

최종 diamond paste로 연마하였다[6J. 

(2) Al 코팅탄소강: 

제작된 탄소강 시편을 사용하여 meta11izing 공법을 적용하 

여 100 μm의 두께로 Al 코탱을 하였다. 

(3) 스테인레스강: 

국내산 포항제철(주)의 4가지 제품(A304， A304L, A316, 

A316L)을 대상으로 일정하게 종류별로 일정규격으로 wire cuttin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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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표면 처리를 하지 않았다. 시편의 성분조성은 표 3.3.1과 같 

다. 

Table 3.3.1. Composition of Stainless Steel 

( ‘97. 5. 22. POSCO Data File) 

lement 

C Si Mn P S Cr Ni Mo Ti N Cu Al 

SUS 

A304 0.049 0.57 1.11 0.025 0.004 18.31 8.64 0.08 0.013 0.0455 0.20 0.002 

A304L 0.023 0.50 l.07 0.022 0.0여 17.84 9.85 0.11 O.α)6 0.030 0.19 0.002 

A316 0.049 0.45 l.32 0.022 0.003 16.48 10.45 2.10 0.021 0.029 0.222 0.001 

A316L 0.023 0.60 0.81 0.022 0.003 17.19 12.05 2.29 0.025 0.028 0.211 0.002 

나. 실험장치 및 방법 

(1) 염소기체 분위기 

염소기체는 부식성이 강하므로 염소기체의 기밀성이 요구 

되는 용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Pyrex 재질로 된 용량 1.6 L의 염소기 

체분위기 실험용 용기를 제작하였다. 염소기체의 실험농도는 300 

ppm -1 ,000 ppm범위이며 상온 및 100 .C 에서 탄소강 및 스테언레스 

강(A304， A304L, A316, A316L)의 부식실험을 수행하였다. 용기를 제 

작하는 과정에서 처음 염소기체분위기 실험용 용기를 0.5 L의 용량으 

로 제작하여 탄소강 시편의 예바 실험 결과， 염소기체의 농도를 300 

ppm에서 850 ppm으로 증가하여도 더 이상 부식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용기에 사용된 재칠과 염소기체와의 반웅 및 누설 문 

제가 있었고 또한 0.5 L 용량의 용기에 주입된 내부 염소기체의 무게 

는 표준상태에서 0.8 mg 정도로서 부식시편과의 산화작용에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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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용기의 재질을 순수 Pyrex만 사용하 

고 용량도 0.5 L에서 1.6 L로 증가시켜 용기를 제작하게 되었으며， 

시편을 넣지 않고 염소기체만을 주압하여 염소기체의 누설시험을 한 

결과 누설율은 5.14 %로 나타난 매우 양호한 용기를 제작하였으며 

부식 실험 방법 및 사용한 용기는 그림 3.3.1에 나타내었다. 

(2) 산 분위기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상 염소기체분위기에서 수분 

이 함유될 경우 염산이 생성되어 장치에 강한 부식을 일으키는 점을 

고려하여 탄소강， Al 코팅 탄소강 및 스테인레스강의 염산에 대한 부 

식특성 실험을 수행하였다[7]. 

염산용액 및 증기분위기에서 그 농도에 따른 탄소강 및 Al 코팅 

탄소강의 부식속도 실험은 0.1 L의 염산용액 0.01 N, 0.1 N과 1 N의 

농도별로 상온에서 7일간 탄소강 및 Al 코팅 탄소강의 부식특성을 

비교실험 하였으며 실험방법을 그림 3.3.2에 나타내었다. 1 N-염산의 

용액 및 증기분위기에서 온도에 따른 스테인레스강의 부식속도 실험 

을 수행하였다. 항온실험장치를 제작하여 각각의 용기별로 같은 종류 

의 시편을 2개썩 준비하고 한개는 용액에 침수시키고 나머지 한개는 

용액의 표면 위에 띄어서 백금선으로 매달았고， 반웅용기 상단에는 

염산증기의 누출을 억제하기 위해 냉각기를 설치하고 항온실험장치 

에서 수분의 증발된 양을 보충하기 위한 Level Control을 설치하였 

고， 스테인레스강 A304, A304L, A316, A316L 4종류의 시편에 대하여 

50 .C 에서 90 .C 까지 온도변화에 따른 종류별 부식특성 실험을 하였 

다. 장치의 구성을 그림 3.3.3에 나타내었다. 고온 습윤분위기에서는 

고온 고압 및 내부식성이 강한 재질인 Hastelloy-C(Alloy C-276)로 

제작한 1 L 용량의 Autoclave(자체가열식 히터부착)와 0.3 L 용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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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Stop-cock #4 

Test Sample 

Reactor Material : Pyrex 
Reactor Volume : 1.6 L 

Fig. 3.3.1. Corrosion Reactor under Chlorine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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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머1 Autoclave를 사용하여 상대습도 100 % 분위기의 100 oC , 150 

℃ 및 200 oC 에서 탄소강 및 스테인레스강(4종류)의 부식실험을 하 

였다. 상대습도 100 % 분위기를 만족하기 위해 주입하는 물의 양은 

용기의 부피(L) 및 각 온도별 증기 밀도(g!L) 값을 사용하여 계산하 

였다. 본 실험에서는 계산된 물의 양 대신 0.1 N의 염산을 사용하였 

는데， 이때 물과 염산의 이론적인 양의 차이는 본 실험에서는 무시할 

정도였다. 

NaCI 분위기 토양에서의 부식억제 시험은 연구소 주변에서 채취 

한 토양을 채로 걸러 세척하여 건조한 후 다시 분쇄하여 12 mesh 크 

기로 만들었으며 염소이온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토양과 NaCI 용 

액을 부피비율 5:2 로서 첨가하여 탄소강과 AI 코팅 탄소강의 부식 

실험 및 희생양극방식과 전류공급방식의 부식억제 효과실험을 통시 

에 수행하였다. 희생양극방식에서는 시편과 회생양극(Zn판)의 표면적 

비를 1 : 0.5, 1 : 1, 1: 2 의 크기로 도선으로 연결하여 실험하였고， 

전류공급방식에서는 음극과 양극 모두 탄소강 시편을 부착하고 정전 

류 공급장치 (Potentiostat)를 사용하여 10 mA의 전류를 공급하여 부 

식억제 효과를 7일간 비교 실험하였으며， 실험방법 및 장치의 구성을 

그림 3.3.4에 나타내었다. 

4. 부식특성시험 결과 

가.염소기체분위기 

염소기체 분위기하에서 온도 100 oC , 염소농도 400-1 ,000 

ppm에서 4종류의 스테인레스강의 8일간 부식결과를 표 3.3.2에， 탄소 

강의 부식결과를 표 3.3.3에 나타내었고， 부식속도를 그림 3.3.5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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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Comparison of Corrosion Rates for Various Stainless Steels 
and Carbon Steel under Chlorine Concentration of 1,000 ppm 
for 7 days(Temp. = 1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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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 Weight Gains after Oxidation of Stainless Steel 

under Chlorine Gas for 8 Days 

뼈
 

•L 
r’i 

m 
m 

o 
I 

C 

/
야
 

weight Visual Reactor 
Initial after Gain After Con 

Temp. ___ =:-~:::-; _ \ ".:;~-:::~_ 1 __ _ \ - ._;=-_=\--_. Inspecti V 0 1. ight(g) Oxidation (mg) (ppm) 
on (L) (g) 

400 
304L 

316 

316L 

304 

304L 
1.000 

316 

316L 

304 100 'c 4.1 034 

" 1.8517 

1.2315 

1.4317 1.4346 2.9 

340 

335 

310 

230 

740 

770 

815 

800 

no 
response 1.6 

" 

" 

Dark 
Yellow 

" 

" 

" 4.1046 4.1074 2.8 " 

" " " 1.8513 

1.2176 

1.4343 

1.8531 1.8 

1.2190 1.4 

1.4353 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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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 Weight Gains after Oxidation of Carbon Steel 

under Chlorine Gas 

Conc: Temp. 
(ppm) Time 

ri o 
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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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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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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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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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때
 때
 

따
 빼
 300 30 'c 40 days 4.잃84 4.8885 +0 .1 

Luster-
5> 

less 
Dark 

0.5 

30 'c 7 days 4.8607 4.8624 +1.7 5> " yelIow 
1 day/100 'c 500 100 'C: -:~J'~，:: n: 4.9386 4.9396 +1 5> 
3 days/30 'c 
1 day/100 'c 100 'c : -:~J' ~，:: n: 4.9032 4.9056 +2.4 20> 
3 days/30 "c 

" " 

600 100 'c 2 days 4.8476 4.8494 + 1.8 40> ” " 

대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부식속도의 순서는 탄소강> 

304> 304L> 316> 316L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산 분위기 

염산용액 및 증기분위기에서 농도에 따른 탄소강 및 Al 코팅 

탄소강의 부식속도 실험결과 탄소강과 Al 코팅탄소강이 공통적으로 

염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부식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그림 3.3.6-7 참조). 또한 증기분위기에서는 시편이 산화되어 무 

게의 증가가 있었고 용액에 침수시킨 시편은 부식으로 인하여 용액 

에 시편이 용출되어 무게감소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실험결과를 표 

3.3.4-6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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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4. Characteristic COITosion Results of Carbon Steel 

under Various Concentrations of HCl Solution 

and HCl Vapor for 7 Days 

Phase 
Initial weight after Gain 

Visual Inspection 
weight(g) Oxidation(g) (mg) 

1 N HCl soln. 5.4755 4.2008 -1275 Dark black, Porous surface 

vapor 5.3621 5.3842 22.1 Dark reddish brown 

0.1 N HCl soln. 5.5875 5.3386 -249 Dark black 

" 5.3641 5.3645 0.4 
Light reddish brown on 

vapor 
edge 

0.01 N HCl soln. 5.5059 5.4790 -27 Reddish yel1ow, Porous 
surface 

vapor 5.3629 5.3630 No corro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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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5. Characteristic Corrosion Results of Al Coating 

Carbon Steel under Various Concentrations of 

HCl Solution and HCl Vapor for 7 Days 

Initial we.ight after Gain 
Phase Visual Inspection 

weight(g) Oxidation(g) (mg) 
Dark Black 

1 N HCl soln. 5.7270 4.3068 -1420 
Dissolved 

Coating -layer 
Porous Surface 

vapor 5.6671 5.6648 -2.3 
Light Redclish 

Brown 

0.1 N HCl soln ‘ 5.6212 5.5317 -90 Reddish Brown 

vapor 5.8142 5.8140 * No Corrosion 

0.01 N HCl soln. 5.7340 5.7273 -6.7 Stained 1n Gray 

vapor 5.6722 5.6721 * No Corros1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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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6. Characteristic Corrosion Results of Carbon Steel 

under Various Concentrations of HCl Solution and 

HCl Vapor for 7 Days(Metalizing Test Samples) 

lnitial weight after Gain 
Phase Visual lnspection 

weightCg) Oxidation(g) (mg) 

1 N HCl soln. 5.1910 4.3198 -871 
Dissolved Coat, 

Brown 

vapor 5.1241 5.1385 +14.5 
Light Corrosin on 

Edge 
0.1 N HCl soln. 5.1143 4.9627 -152 Light Reddish 

vapor 5.2946 5.3017 +7.1 No Corrosion 

0.01 N HCl soln. 5.2595 5.2456 -14 
Slight damage on 

the coating surface 
" 5.1049 5.1064 +1.5 No Corrosion va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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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염산의 용액 및 증기분위기에서 온도에 따른 스테인레스강의 

부식속도 실험결과， 1 N-염산용액 및 증기분위기에 의한 50 DC 이하 

에서의 부식속도는 매우 느리나 온도가 상숭하면서 부식속도가 급격 

히 증가함을 보였다. 스테인레스강 4가지의 시편종류마다 부식속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50 DC 에서는 내식성이 좋다가 60 DC 이상으로 올 

라가면서 서로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다. 1 N의 염산용액 및 증기 

분위기에서 온도에 따른 스테인레스강의 부식실험 결과를 표 3.3.7-

11에 수록하였다. 또한 염산용액 및 염산증기분위기에서 스테인레스 

강의 부식속도를 그립 3.3.8-9에 나타내었고 염산용액에서의 부식순 

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50 DC : A316> A316L> A304L> A304 

60 DC : A316> A316L> A304> A304L 

70 DC : A316> A304> A316L> A304L 

80 t : A304>A316>A304L>A316L 

90 DC : A304> A304L> A316> A31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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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7. Weight Gains after Oxidation of Stainless Steel at 

50 oC in 1N-HCl Concentration (Time : 190 h) 

S rface lnitial Weight Corrosion 
urtace lnítíal ~ç. ιter Gain Rate Visual aner L:Jam ltare V lsual 

Phase Item Area We1ght O :」(+; t 、 (~’ /~~2 T~~~~~ .. ; (cm2) (g-) XlUdLion 、mg) 、mg/cm lnspecuon 
(g) /day) 

A304 5.56 4.1034 4.0553 - 48.1 1.093 
Rust of dark 

A304L 4.72 1.8565 1.8130 - 43.5 1.164 black 
Soln. d1 ι 

A316 4.42 1.2160 1.0280 - 188 5.373 OlSS01Uuon 
of sample 

A316L 5.248 1.4360 1.3327 - 103.3 2.486 

A304 5.56 4.1037 4.1021 - 1.6 0.036 Local 
corroslOn 

A304L 4.72 1.8594 1.8570 - 2.4 0.064 on the 
Vapor sample 

A316 4.42 1.2318 l.2317 - 0.1 0.003 surface 

condensed 
A316L 5.248 1.4356 1.4347 - 0.9 0.022 with va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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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8. Weíght Gaíns after Oxidatíon of Staínless Steel at 

60 oC in 1 N-HCl Concentratíon (Time : 120 h) 

Weight Corrosion 
Surface Initial 

after Gain Rate Visual 
Phase Item Area Weight 

Oxidation (mg) (mg!cm
2
/ 

(cm2
) 

Inspection 
(g) 

(g) day) 

304 5.56 4.1010 3.9621 - 139 5.000 
Rust of dark 

304L 4.72 1.8593 1.8090 - 50.3 2.131 black, 
Soln. 

316 4.42 1.2317 1.0016 - 230 10.407 dissolution of 

316L 5.248 1.4330 1.2602 - 173 6.593 
sample 

304 5.56 4.0994 4.0977 - 1.7 0.061 Local corrosion 

304L 4.72 1.8492 1.8474 - 1.8 0.076 on the sample 

Vapor 316 4.42 1.2308 1.2276 - 3.2 0 ‘144 
surface 

condensed 
316L 5.248 1.4343 1.4307 - 3.6 0.137 wíth va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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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9. Weight Gains after Oxidation of Stainless Steel at 

70 oC in 1 N-HCl Concentration (Time : 100 h) 

Surface 
Weight Corrosion 

lnitial 
after Gain Rate Visual 

Phase Item Area Weight 
(mg!cm

2
/ 

(cm2
) 

( ) OXIdation (mg 。) lnspection 
gJ (g) day) 

304 5.56 4.0982 3.7349 -354.3 15.293 
Rust of dark 

304L 4.72 1.8547 1.7076 -147.1 7.4796 black, 
Soln. 

316 4.42 1.2186 0.8991 -319.5 17.348 dissolution of 

316L 5.248 1.4349 1.1547 -280.2 12.814 
sample 

304 5.56 4.1024 4.0942 -8.2 0.3539 Local 

304L 4.72 1.8554 1.8538 -l.6 0.0813 
corroslOn on 
the sample 

Vapor 316 4.42 l.2179 1.2118 -6.1 0.3312 surface 

316L 5.248 l.4372 1.4325 -4.7 0.2149 
condensed 
with va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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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0. Weight Gains after Oxidation of Stainless Steel at 

80 oC in 1 N-HCl Concentration (Time : 100 h) 

Weight Corrosion 
Surface Initial 

after Gain Rate Visual 
Phase Item Area Weight 

(mg/cm2j 
(cm2

) 

Oxidation (mg) Inspection 
(g) 

(g) day) 

304 5.56 4.1 106 3.2027 - 907.9 39.2 
Rust of dark 

304L 4.72 1.8597 1.3465 - 513.2 26.1 black, 
Soln. dissolution of 316 4.42 1.2341 0.7292 - 504.9 27.4 

316L 5.248 1.4334 0.9260 - 507.4 23.2 
sarnple 

304 5.56 4 .1116 4.1021 - 9.5 0.410 Local 

304L 4.72 1.잃59 1.8497 - 6.2 0.315 
corroslon on 

Vapor 316 
the sample 

4.42 1.2327 1.2253 ‘ 7.4 0.402 surface 

316L 5.248 1.4400 1.4331 - 6.9 0.315 
condensed 
with va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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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1. Weight Gains after Oxidation of Stainless Steel at 

90 oC in 1 N-HCl Concentration (Time : 100 h) 

Weight Corrosion 
Surface lnitial 

after Gain Rate Visual 
Phase Item Area Weight 

Oxidation (mg) (mg!cm
2
/ 

(cm2
) 

Inspection 
(g) 

(g) day) 

304 5.56 4.0969 2.2153 -1881 81.194 Rust of dark 

304L 4.72 1.8538 0.4425 -1411 71.748 black, 
Soln. dissolution of 

316 4.42 1.2257 0.3579 -868 47.131 sarnple. strons 

316L 5.248 1.4490 0.5752 -874 39.969 effect of temp. 

304 5.56 4.1027 4.0933 -9.4 0.4057 Local corrosion 

304L 4.72 1.8580 1.8493 -8.7 0.4423 on the sample 

Vapor 316 4.42 1.2285 1.2234 -5.1 0.2769 
surface 

condensed 
316L 5.248 1.4332 1.4276 -5.6 0.2560 with va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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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온 습윤분위기 

Autoclave를 사용하여 상대 습도 100 %분위 기 를 만족시 키 기 

위해 첨가한 염산은 미량이었으나 고온에서는 4종류의 스테인레스강 

모두 부식속도가 대단히 빨랐으며 [8] 온도별로 부식된 시편의 사진을 

그림 3.3.10-12에 나타내었다. 

라. NaCl 분위기 토양에서의 부식억제 

NaCl 분위기 토양에서 표준 탄소강의 부식속도는 NaCl의 농 

도가 높을수록 부식속도가 빨랐으며， Al 코팅 탄소강의 부식억제효과 

가 나타났고， 전류공급에 의한 부식억제효과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 

만 NaCl의 농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향후 전류의 공급량 

이나 NaCl의 농도 변화동 조건 변화에 의한 연구가 더욱 펼요할 것 

으로 생각한다. 희생양극에 의한 부식억제효과는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 N의 고농도에서는 목측상으로도 시편이 부식현상이 나 

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저농도에서 부식억제효과가 떨어졌는데 그 이 

유는 희생양극인 Zn판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 탄소강시편에 전류가 

공급 되지않았기 때문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므로 부식시편의 부식분 

위기 상태에 따른 희생양극의 선정 및 희생양극의 표면적 설정도 중 

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9-11]. 

5. 결함핵연료용 저장바스켓개발 실험장치 및 방법 

결함 사용후핵연료 저장 바스켓을 개발하기 위해 제올라이트 층에 

서 흡착거동과 열부력에 의한 유체의 이동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 

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다. 

가. 실험실규모 모의 저장조 제작 및 비방사성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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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4 A304L 

A316 A316L 

Carbon Steel 

Fig.3.3. ’10. Characteristic Results of Corrosion under 100 % Relative 
Humidity of HCI for 8 Days (Temp. = 1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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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6 A316L 

Carbon Steel 

Fig. 3.3.11. Characteristic Results of Corrosion under 100 % Relative 
Humidity of HCI for 7 Days (Temp. = 15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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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4 A304L 

A316 A316L 

Fig. 3.3.12. Characteristic Results of Corrosion under 100 % Relative 
Humidity of HCI for 5 Days (Temp. = 2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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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사용후핵연료 저장 바스켓 개발의 개념은 저장조 안에서 

결함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한 냉각수의 자연대류 현상 

으로 열부력이 발생하는 것을 이용하여 무동력으로 제올라이트 흡착 

층을 통과시켜서 저장조안의 핵분열생성물질을 흡착하여 오염을 방 

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결함 사용후핵연료 저장 바스켓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험실규모의 모의 저장조를 그림 3.3.13과 같이 제 

작하고 결함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 대신 보조히터를 장착하 

여 열부력 효과를 고찰하였다. 

모의 저장조와 주변장치의 설치를 마친 뒤 비방사성 물질을 사용 

하고 보조히터에 전류를 공급하여 열 부력에 의한 흡착층의 유동현 

상을 관찰한 결과 흡착필터의 저항과 기포의 형성으로 유동현상이 

원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내부칼럼의 직경을 40 mm 에서 30 mm 

로 줄이고 보조히터의 공급전압을 100 V에서 130 V로 상승시킨 결 

과 열 부력에 의하여 내부 냉각수의 유동현상이 일어났으며， 필터 구 

조물의 sieve 규격 및 설치모양과 흡착재의 규격 등이 흡착층을 통과 

하는 유동층 속도의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나. 흡착재를 이용한 실험 빛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Aldrich사의 차바자이트(제올라이트 AW-50이 

와 Union Carbide사의 13X의 제 올라이 트를 흡착재 로 사용하였 다. 제 

올라이트를 먼저 분쇄하여 크기를 16 ~ 30 mesh <:j 입자만을 골라 증 

류수로 세척하여 100 oc 의 진공 건조오븐에서 건조하여 분진을 제거 

하였다. 건조된 흡착제를 용기에 밀봉하여 보관하였다. 홉착재에 사 

용된 제올라이트의 물리적 특성은 BET-Nz 실험을 통하여 규명하였 

으며， 그 결과를 표 3.3.12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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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3. Schematic Drawing of the Experimental 
System of the Defected S/F Storage Bas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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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2. Physical Properties of Zeolite 

Physical Chabazite 
Units MS-13X 

Properties (AW-500) 

Particle density kg/m;5 880 1,450 

Total pore volume m3/kg 2.96x10-4 4.60x10 4 

Micropore volume m3/kg 1.14x10-4 4.21x10-4 

Av. pore radius (Â) 17.8 11.6 

Langmuir surface m2/kg 6.45x105 1.29x106 

Micropore area m2/kg 2.72x105 7.68 x105 

Av. partic1e radius m 4.25xlO-4 4.25x10-4 

이성분 평형 실험에서는 세슐과 스트론륨의 몰비를 변화시켜 제올 

라이트 흡착재에 대해 각각 실험을 수행하였다. Cs 와 Sr 의 혼합된 

전체 농도가 10, 30 그리고 75 moνffi3에서 Cs 와 Sr의 농도비를 변 

화시켜 이성분 흡착평형을 결정하였다. 실험방법은 단일성분의 흡착 

평형 실험과 동일하였다. 전년도[6]에 이어 세숨， 스트론륨 이온의 제 

거에 효과적인 제올라이트 13X(Union Carbide Co.)와 차바자이트 

(Aldrich Co. , A W -500) 2가지 제올라이트를 선정하여 그림 3.3.14와 

같은 고정층 실험장치에서 단일성분과 이성분에 대한 파과곡선을 측 

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흡착재의 재원과 고정층 실험조건은 표 

3.3.13 및 3.3.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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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14. Schematic Diagram of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Adsorption of Cs and Sr Ions in Fixed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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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3. Physical Properties of Adsorbents 

Used in This Study 

Physical properties Units Chabazite 13X 

A verage particle size m 8.5xlO- 4 0.97xlO 3 

Particle density. kg/m3 1450 1,200 

Bulk density. kg/m3 670 620 

Surface area, m2fkg 6.45x105 7.51x105 

Hydraulic diameter m 9.37x lO-4 9.69xlO- 4 

Table 3.3.14. Experimental Conditions for Zeolite 

Fixed Bed Adsorptions 

Variables 

Bed length 

Bed diameter 

Flow rate 

Voidage 

Packing density 

Temperature 

Concentration of solution 

6. 다성분 흡착의 이론적 고찰 

가. 이성분 흡착평형식 

Units Experimental conditions 

m 0.05-0 .1 

m 0.01-0.02 

mVmin 1-2 

0.31-0.33 

kg/m3 490 

℃ 30 

M 0.005 - 0.05 

둥옹흡착평형은 일정 옹도에서 흡착재와 흡착분자 사이에서 

평형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흡착장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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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요구된다. 흡착평형식은 다양하지만 크게 Langmuir approach, 

Gibbs approach 그리고 potential 이론으로 분류될 수 있다[12]. 

단일성분의 흡착평형은 Langmuir 에 의해서 다음 식으로 표현된 

다. 

8=-α_ =---.ßc 
qm C+BC (3.3.1) 

여기서 q는 흡착재의 평형흡착량이고 qm은 옹도와 무관한 상수 

로서 최대 흡착량을 나타내고， B는 온도에 의존하는 Langmuir 상수 

이고， C는 농도이다. 

일반적으로 다성분 흡착평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흡착재와 흡착물 

질에 대해서 많은 실험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단일성분의 흡착평형 관계 

로부터 이들의 다성분의 흡착평형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 

었다[13J.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성분 흡착평형에 대해서 

여러가지 많은 모벨이 제시되었다[14-20]. 이들 중에서 가장 널리 이 

용되 는 것 이 Myers 와 Prausnitz[13]에 의 해 서 개 발된 Ideal 

Adsorbed Solution Theory(IAST) 모 델 이 다. 

본 연구에서는 다성분평형을 예측하기 위해 IAST 와 Explicit 

Extended Langmuir 모델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1) Extended Langmuir 

단일성분의 흡착평형관계를 나타내는 Langmuir 평형식은 

각 흡착된 분자는 흡착점에서 점유한 분자크기 정도의 면적을 소유 

하고 다른 표면의 흡착점에 존재하는 다른 분자에 의해서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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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이성분 또는 다성분계로 쉽게 확장될 수 있 

다. 이와 같은 식은 혼합물에서 i 성분에 대한 흡착량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qi= 
qmÞiCi 

1+ 훨bjCj 
(3.3.2) 

여기서 qi 는 i 성분에 대한 흡착재의 평형흡착량이고， qmi 은 i 

성분에 대한 monolayer 흡착된 양이다. 이 모델은 크기가 다른 분자 

의 불리적 흡착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고 전체 농도범위에서 이 식 

을 적용할 수 없지만 어떤 물리적 모델 보다도 해석적 서술이 가능 

하므로 qm 의 다양한 값을 갖는 성분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 

(2) IAST 

IAST 모델은 기 · 액 평형을 나타내는 Raoult ’s law 에 근 

거하여 흡착의 경우 기 · 고 평형을 서술하고 있다. IAST 모델은 다 

음과 같은 가정을 내포하고 었다. 

- 고체상은 열역학적으로 활성이 없는 상태이다. 

- 온도는 일정하다. 

Gibbs 모델이 적용될 수 있다. 

같은 표면적은 모든 흡착물질에 적용할 수 있다. 즉 공간적인 

효과는 없다. 

또한 IAST 는 다음과 같은 6가지 기본식에 의해 다성분 평형을 

예측할 수 있다. 홉착된 상에서 농도， 

C 1• C2• C3• •••••••• •••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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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과 평형상태에 있는 i 성분의 qi 는 다음 식으로 결정된다. 

qi= qTZi (3.3.3) 

qT= [쏠찮] (3.3.4) 

Cz-= c9(πi. T)Zi (3.3.5) 

π1- EZ rc?갚 dc9 ;=-,,- -fl-aCi 
A )0 c~ 

(3.3.6) 

여기서 Zi 는 흡착상에서 볼분율이고， πt 는 spreading pressure 

이고， A는 흡착재 단위 무게당 용액-흡착재간의 접촉 면적이고， R은 

기체상수이며， T는 절대온도이다. 다성분 평형 이론중에서 단일성분 

흡착물질이 IAST에서 다른 성분과 혼합되면 spreading pressure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평형상태에서 spreading pressure는 모든 흡착물질에 대해 같은 

값을 갖고 상위첨자 o 은 단일성분흡착물질의 상태를 나타낸다 q9 
는 단일성분 평헝식과 관계되고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q~ = f( C~ ， πi) (3.3.7) 

정의에 의해서 Zi 는 다음과 같다. 

별Zi= 1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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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이성분 고정층 흡착의 동적 거동 모사 

다성분 흡착공정을 서술하는 수학적 모댈중에서 속도식 모델 

이 유체상과 입자상에서 흡착물질의 물질전달에 근거하므로 가장 실 

제 적 이 다. 그 래 서 물 질 전달에 대 해 homogeneous, heterogeneous, 

pore, surface, 그 리 고 combined 확산계 수를 이 용한다. 

일반적으로 고정층 흡착공정거동에 대해서는 해석적으로 해를 구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편미분방정식을 해석할 수 있는 수치해가 요구 

된다. 수치해석법중의 하나인 차분미분법은 엄격한 안정도 조건이 요 

구된다. 그리고 Implicit 방법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편미분방정식이 

해석되지만 안정도 조건이 변수의 민감도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더 많은 차분과 많은 계산 시간이 요구된 

다. 또 하나의 방법 인 orthogonal collocation 방법은 numerical 

oscillation 때문에 기대되는 값을 주지 못할 경우도 었다. 이러한 단 

점을 극복하기 위해 차분요소법에 기초한 orthogonal collocation을 

통합하는 방법 이 제시 되 었다[21].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방볍에 의한 기공과 표면확산 모텔을 기술 

하고 제올라이트에서 이성분 확산에 대해 확산기구를 명시하며， 고정 

층 해석을 위해 필요한 관련 중요 데이터를 결정하고자 한다. 

고정층의 동적 흡착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동적 흡착모텔에서는 다 

음과 같은 가정 이 필요하다. 

- 계는 둥온이다. 

입자의 형태는 구형이다. 

고정층에는 입자가 균일하게 충전된다. 

- 입자내부에서 기공의 크기는 균일하게 분배된다. 

- 기공구조는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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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경 방향의 농도구배는 무시한다. 

- 유체의 물리적 특성이 균일하다. 

- 유체 흐름은 plug flow 이 다. 

- 이온교환속도는 확산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 입자 표변에서 액 고상 사이에 local equilibrium 존재한다. 

- 기공과 표면확산을 일정한 확산계수에 따라 동시에 발생된 

다. 

상기 가정하에서 지배식은 다음과 같다. 

유통삿의 몹짐천탐 

aCbi r. a2Cbi aCbi l- é b 3k 
피감 =DL펴흙 -v피걷--며b 형L (C bi - C p) (3.3.9) 

D aC&-
L az 

z=ü 

Cbi = CblO , z) (3.3.10) 

= - v( Cbi I z=ü - C i ( t) I z=ü+) (3.3.11) 

aCbi 
az 

z=L 

=0 (3.3.12) 

여기서 Cbi 는 유동상의 농도， t 는 시간， DL 은 축방향 확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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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z 는 축방향 길이 • kf 는 외측 격막물질전달계수.R은 입자반경， 

C pi 는 기공상의 농도이다. 

기공내부의 불침천담 

3월- n (흐깥쁘---L~효E씬 
at ν Pi\ a? I γ aγ l 

C pi= C Pi(O , γ) 

흐으효 
aγ 

r=O 

=0 

(3.3.13) 

(3.3.14) 

(3.3.15) 

ac fJi 
épU pi녕r + p낌잉뿔 =k껴i (Cbi - C Pi) (3.3.16) 

r=R r=R 

여기서 Ds 는 표면확산계수. Dp 는 기공확산계수이다. 

고삿에서 붐짐천담 

aqi T"\ { a2qi , 2 aqi \ 
at νsi \ a? T γ aγ l (3.3.17) 

qi= qi(O , γ) (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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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 
D샌P 피; 

aqi 
ar 

r=R 

유통삿에서 무차워 뭄짐저담 

=0 (3.3.19) 
r=O 

= 짜 (Ci - CSi) (3.3.20) 

aCbi 1 a2Cbi 꺼Cbi --- = --- ---F- - ---L - N( Chi- - C 야) (3.3.21) ar Pe.i az"/, az η tn '-/ P 

Cbi = Cbi(O , Z) (3.3.22) 

aCbi 

az = Pe , i(Ch- | z=O 
z=O 

=0 
Z=L 

기공에서 무차원 물짐천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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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ac흐 - ‘ ( AV으깥쁘 C ac pi \ ar - 1v Pi\ LfLl.. ax2 --,- U ax J 

C’Pi= c Pi(O , X) 

ac효 
ax 

X=o 

=0 

(3.3.24) 

(3.3.25) 

(3.3.26) 

N aC’ pi -
pi ax + N-3gL 

잉 ax = βi (C’bi - C Pi) (3.3.27) 
X=l X=l 

고장에서 무차원 품짐천담 

aqi _ .,., (A V a
2
Qi ..L C aQi \ 

=NsiI4X~그츄 +6-- | 
r l dX“ ax I 

Qi= Qi(O , X) 

aQi 
ax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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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3.28) 

(3.3.29) 

(3.3.30) 



òqí 

òXi 
= βι~.( Ci - Csi) (3.3.31) 

X=l 

여기서， 무차원 그룹은 다음과 같다. 

z -L = Z 
(3.3.32) 

X=(숭) (3.3.33) 

tv 
r= τ (3.3.34) 

.--.. vL 
I키e.i- 子) 

.L/ L , i 
(3.3.35} 

L 

-
야
 

p-E 
= p 

sO 
(3.3.36) 

N" .. = D웰r 1J! .--..ι 

cpVK 
(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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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DsiL -------
Sl EpUR2 

p 냉꽉-
2EpvR 

(3.3.38) 

(3.3.39) 

(3.3.40) 

상기 식은 선형 경계조건을 갖는 이차 편미분방정식이기 때문에 

수치해석적으로 이것을 푼다. 

유한요소에 대해 orthogonal collocation을 적용하는 기술은 정확성 

이 높은 유한요소방법에 orthogonal collocation의 일반적 인 순서를 

결합한 것이다. 먼저 전체 고정층을 요소의 유한개로 나누고 

orthogonal collocation을 사용하여 그 공간을 구분하게 된다. 다음과 

같이 좌표 Zi 을 갖는 NE+ 1 까지의 구간을 N E 개의 공간으로 구 

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한다. 

0=Z1 <Z2< ..... <Zi.…. <Z NE<Z NE+l =L (3.3.41) 

여기서 L 은 고정층의 길이， Zi 는 내부 node 이다. 각 요소에는 

orthogonal collocation이 적용되고 그들 각각에 대한 해는 

interpolation에 의해서 근사치를 구할 수 았다. 요소를 고정화하는 방 

법에서 요소의 길이는 6z=L/N E=Zi+l-Zi 이다. 각 요소에 대한 

공간의 변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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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각 요소에서 내부 

(z-ZJ 
(Zi+l - Zi) 

orthogonal 

for sε [0 ,1] 

collocation 점의 NF 

(3.3.42) 

'--'-- n 차 

orthogonal 다항식 의 근으로 선정된다. 공간에 대한 1차와 2차 미분 

식의 근사해를 matrix A와 B로 구할 수 있다. 경계조건은 공간 미분 

식을 계산하여 마지막 접의 값을 구할 수 있으므로， k 번째 요소에서 

j collocation 점 에 서 의 근사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3.43) 
aci’ L 텀2 μ 

= 길 A i,jCb,'i for i = 1, 2, .... , NF + 2 az 순1 J. ..a. '.J 'Io..,.; b 

(3.3.44) 
a2c!.f 맺휴2 “ 
---승.!- ζ Bi jC":'j for i= 1. 2 •....• NF+ 2 
azι 걷， -'.J-U.J 

첫 번째와 마지막 요소에 대해 경계조건이 변화되지 않으므로 각 

내부 node에서 

요소(k- l) 

농도 미분치의 연속성이 요구된다. 

흐드섬 1 
f::, Zk-l az f::, Zk 

요소(k) 

aCbi 

az (3.3.45) 

FEM에 대해 orthogonal collocation을 사용하면 결 과적 으로 다음 

과 같은 1차 상미분식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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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략t = -L-E[ (BF - PeAZKAFk, i ,1)ct:f+ ar Pe6ιk L k, i, 1 

(BF k , i. NTF - Pe6 Z,AF k , i. NTF) C섬:NTF+ 

N휠1(Rk 1 j-PeAZ뻐F k. i，jC~: f) 

-N껴(C뾰-C앓)] 

펠i 야[灣r{ [ 6( ASi,j-
ASi， N녕V~ASNTS. \ I 

( βL + 1v￡ASNTS Ms) l l 

B'Si.NT.녕V~S~T.'s \1 ~k.L 
βL+N~ASNπ， Nπ) J rp

•
j 

(3.3.46) 

NfA L 
/.I"'I:J"'T"1or. I"''''~ \."'~ k.L) (4XiBSi,NTS+ 6ASi.NTS)ASNTS，파’ L~ ( βL + lV￡ASNrs， Nrs) I 

βL 
(4XiBSi NTs+ 6ASi NTS)C$:f 

+ N~ASNTS， NTS) 
NfA L 

/ .. "'I:J'" T"1or. I ,.. 
'" 
~ \. "',-, k. L 1 (4XiBSi. Nπ + 6ASi NTs)ASNTS, NTS qt펴 | 

(3.3.47) 

쩔
L 

파N

쩔 l(4Xi$i j+ 6ASi jqf L 

(3.3.48) 
+ N;(4XiBSi.NTS+ 6ASi.NTS)q~효 

축방향 확산계수는 다음과 같은 Wakao 식을 사용하였다. 

(3.3.49) -관-끽요f_끈깐_\.l_/---.2요-土 l\ 
2ν>Rp c \ 2ν'Rp J ’ 2 \ ReSc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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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험 결과 및 토의 

가. 이성분 흡착평형식 

본 연구에서는 ‘96년도 연구에 계속하여 단일성분 흡착평형으 

로부터 세숨과 스트론륨 이성분 흡착평형을 분석하였다. 이성분 흡착 

실험은 수용액의 농도를 10, 30과 75 moVm3로 하여 세숨과 스트론륨 

의 혼합비를 변화시키면서 흡착평형을 분석하였고 제올라이트에서 

세숨과 스트론륨 형태에 대한 상관관계를 IAST[13]와 Explicit 

Extended Langmuir에 의 해 분석 하였 다. 

단일성분에 대한 결과는 ‘96년도 연구결과보고서 [5，6]에 제시되어 

있다. 이성분 흡착물질에 대해 상호 · 경쟁적인 관계는 IAST와 

Extended Langmuir로 제시하였다. 각 흡착물질의 흡착평형 변수는 

표 3.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Langmuir 흡착평형에서 얻어진 변수를 

사용하였다. 

Table 3.3.15. Langmuir adsorption equilibrium 

constants at 30 oc 

System qm B 

Cs-13X 2.021 0.179 

Sr-13X 1.675 8.859 

Cs-Ch 1.741 2.394 

Sr-Ch 0.519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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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T 을 적용한 실험 데이터와 추정된 흡착 평형 변수 사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그림 3.3.15 와 3.3.16은 표 3.3.15에서 명시된 단일 

성분 흡착평형 변수를 사용하여 각 이온에 대한 spreading pressures 

를 보이고 있다. 

세숨과 스트론륨의 혼합된 전체 농도가 10. 30 그리고 75 moVm3 

에서 세습과 스트론륨의 농도비를 변화시켜 이성분 흡착평형이 결정 

되었다. 실험방법은 단일성분 흡착평형과 동일하였다. 이성분 실험 

결과와 흡착평형을 예측한 결과를 그림 3.3.17 - 3.3.22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많은 다성분 흡착평형에서 Raoult's law로부터 차이가 

negative 이지만[12] ， 전체농도가 30과 75 moVm3일 경우， 다성분계에 

서 는 positive 차이 가 나타나고 그림 3.3.17 과 3.3.18에 서 보여 준 바 

와 같이 예측한 값 10 moVm3 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고 

농도의 단일성분 평형에서 실험치와 평형식 계산결과와의 차이가 크 

게 나타나는 Langmuir 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이성분 흡착평형 실험과 평형식의 결과로부터 어떠한 다성분 흡착 

모벨도 높은 농도범위에서 이성분 흡착거동에 대한 실험결과를 해석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제올라이트에서 세슐과 스트론 

륨의 이성분 흡착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흡착모델이 요구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나. 제올라이트 이성분 고정층 흡착 

흡착탑의 성능과 운전비는 효율적 설계와 운전조건에 따른다. 

따라서 흡착의 기구와 거동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고정층의 이성분 흡착조건에서 같은 농도에 대하여 친화성이 낮은 

성분이 파과곡선에서 overshoot를 나타낸다. 더욱이 격막물질전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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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habazite on Sr and Cs 3.3.1 9. Fig. 



Fig. 3.3 .20. Adsorption amount of Cs and Sr on 13X wÌth the mole 
fraction in binary mixture at total concentration of 30 

mol/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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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표면확산계수와 같은 물질전달 계수를 증가하므로 파과곡선이 

더욱 가파르게 된다. 

그림 3.3.23 - 3.3.28 에서는 제올라이트 고정층에서 세숨과 스트론 

륨의 실험치와 모델에서 예측된 흡착 파과콕선을 보여주고 있다. 

13X의 경우 세숨 차바자이트의 경우는 스트론륨의 파과곡선이 

overshoot를 보이고 있는데， 차바자이트-스트론륨 파과콕선의 

overshoot는 13X-세숨의 overshoot와 비교해서 약간 낮고 상당히 다 

른 파과콕선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13X에 대해서 표면확산 

계수가 차바자이트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험적으 

로 얻은 파과곡선과 모텔에서 예측한 결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 차이는 평형관계， kinetics, hydrodynamic 효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고정층에서 이성분 파과곡션을 이론적으로 예측할 때 특 

히 친화성이 낮은 성분은 실험결과와 이론적인 예측 결과가 약간 차 

이를 나타내며 이러한 차이는 다성분 평형을 이론적으로 충분히 모 

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고정층에서 이성분의 확산계수는 실험 결과와 모텔로부터 구한 이 

론 결과룰 상호 비교하여 구할 수 있다. 즉 combined pore and 

surface 확산모델내의 계수값을 변화시켜 파과곡선을 구하고 이 결과 

를 실험값과 비교하여 오차가 최소일 경우의 계수값을 최적 확산계 

수값으로 택한다. 이와 같이 구한 이성분의 확산계수 값은 단일성분 

흡착실험으로부터 구한 각 성분의 확산계수 값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성분계에서 유입농도 비의 변화가 파과곡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 

험적으로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3.29 - 3.3.32에 나타난 바 

와 같다. 세숨과 스트론륨의 농도비가 2:HCs=1O, Sr=5 moVm3)일때 

파과곡선은 그림 3.3.29 와 그림 3.3.30에 도식하였으며， 두 성분의 농 

도가 1:2(Cs=5, Sr= lO moVm3)의 비 일때 결과는 그림 3.3.31 과 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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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0. Breakthrough curves of binary Cs-Sr adsorption on chabazite 

((the solid line is the predicted value for Cs ion, Cs, the dotted 

line is that for Sr ion, Sr, experiment condition: Cs= lO, Sr=5 

mollm3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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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다. 단일성분 흡착실험 결과로부터 13X에 대한 세숨과 

스트론륨의 흡착 친화성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성분 흡착실험의 경우에서는 스트론륨의 농도가 증가할 경우 흡착 

파과곡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이성분의 농도가 20 moνm3 이하일 경우에는 제올라이트에서 세숨 

/-E 로튜 
--l....- "'[그 이성분의 흡착거동을 이론적으로 충분히 모사하는 것이 가 

능하여 향후 흡착층 설계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8. 결 론 

가.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저장공정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을 목 

적으로 염소기체， 염산용액 및 염산증기 분위기 하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스테인레스강(A304， A304L, A316, A316L) 및 탄소강의 부 

식특성을 상온 및 고온조건에서 실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염소기체 분위기하에서 4종류의 스테인레스강 및 탄소강의 

부식결과부식속도는 탄소강> 304> 304L> 316> 316L의 

순으로 나타난다. 

(2) 염산의 용액 및 증기분위기에서 온도에 따른 스테인레스강 

의 부식속도 실험결과， 1 N 염산용액 및 증기분위기에 의 

한 50 oc 이하에서의 부식속도는 매우 느리나 온도가 상승 

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시편종류마다 부식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60 oc 부근에서 부식속도가 서로 뒤바뀐다. 

(3) 고온 및 상대습도 100 %에서 4종류의 스테인레스강 모두 

그 부식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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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함 사용후핵연료 저장바스켓 필터에 사용될 흡착재개발을 위 

한 흡착실험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Cs-Sr의 경쟁흡착모델을 고려한 Extended Langmuir, 

Explicit Extended Langmuir, 그리고 IAST을 이용하여 이 

성분계의 흡착평형을 분석하였다. 흡착평형실험결과를 이성 

분흡착모델로 설명할 수 없다. 

(2) Langmuir 홉착식과 표면 및 기공확산을 연계한 흡착모델을 

사용하면 이성분 흡착파과곡션을 충분히 모사할 수 있다. 

고정층 실험에서 13X의 파과곡션은 차바자이트에 비해 더 

높은 overshoot를 보이고 있고 차바자이트에서 파과곡선의 

overshoot는 농도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몰비가 다른 혼합 용액에서 파과독선은 친화성이 큰 

성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 본 연구에서 개발된 흡착모델은 결함 사용후핵연료 저장용 

기의 흡착층을 설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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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제 1절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 

PWR 사용후핵연료의 탈피복기술，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염화 

물 전환기술 및 금속 전환기술， 그리고 금속전환체의 사출성형기술을 

요소기술들로 하는 PWR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에서는 이들 

에 대한 실험적 검증차원에서 1995년과 1996년도에 각각 고온건식 

산화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탈피복기술과 이로부터 얻어진 사용후 

핵연료 산화분말의 건식 염화물 전환기술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이 

미 마친 바 있고， 잔여 요소기술들인 리륨용융염에 의한 사용후핵연 

료 분말의 금속전환기술을 당해년도에 평가하고 그 최적 조건을 규 

명함으로서 차기년도(1998년)부터 연구수행에 임하게 될 Mock-up 시 

설에 의한 비방사성 공정장치 운전특성 시험준비를 하는데 기본취지 

를 두고 있는 당해년도 연구의 목표 달성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 모의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리륨용융환원에 의한 금속체 전 

환 최적조건과 이 조건에서의 반응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본 기술을 

차세대 관리 공정에 적용함에 있어 기술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 

각되는 반응조건과 속도를 도출. 

-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 화학평형 실험으로부터 사용후핵 

연료 주요 구성원소들에 대한 금속전환율 상대평가 결과， 고방사능 

붕괴열 핵종인 세숨(Cs)과 스트론륨(Sr)의 선택적 제거율과 우라늄원 

소를 포함한 기타 원소들의 금속전환 회수율에 대한 당초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명. 

- PWR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장치에 대한 핵임계 안전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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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결정함으로서 Mock-up 시험용 장치설계의 기준을 도출.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체 관리다발에 대한 핵임계 안전해석과 

열해석을 통하여 관리다발의 규격과 사출주조물의 직경 및 길이를 

결정함으로서 차기년도에 수행케 될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체 사출 

주조 조건을 결정. 

저112절 사용후핵 연료 상변화 시 험 연구 

사용후핵연료 상변화 시험 연구분야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 

리공정 개발을 통해 생산된 금속 전환체에 대한 열적 안정성의 확보 

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금속 전환체에 대한 산화거동을 알 

아보기 위하여 실제 사용후핵연료 금속 전환체 대신에 이를 모사할 

수 있는 미조사 금속 우라늄에 대한 산화거동을 알아 보았다. 시험은 

몇 가지 기체 분위기 및 여러 온도조건에서 수행되었다. 또한 금속 

우라늄 산화시험과 병행하여 금속 우라늄의 중간 산화물언 이산화우 

라늄에 대한 산화시험을 위하여 관련장치의 제작 및 준비작업을 수 

행하였다. 특히 이산화우라늄에 대한 산화시험은 기존의 미조사 이산 

화우라늄 보다는 조사 시료에 대한 핫젤 시험준비 및 기기 설치작업 

에 중점을 두었다. 조사 핵연료의 산화시험용 시편은 조사후시험시설 

의 풀에 보관중인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조사 핵연료봉으로부터 취 

출하였다. 채취된 시료는 조사재시험시설의 핫셀 내로 이송완료 하였 

다. 이 외에도 금속 전환체의 전환공정 전반에 걸친 열발생 정도 빛 

이 열에 의한 온도상승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기초실험도 수행하였 

다. 실험은 금속 전환체 대신 사용후핵연료봉을 사용하여 조사후시험 

시설에 있는 파괴시험 핫셀 내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차세대 관리공정의 초기공정인 핵연료 운반 및 저장시 사용후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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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의 열화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전산코드의 개발작업도 수행하였다. 

전산코드의 개발은 외부 연구 수탁 용역으로 수행하였으며， 전체 1년 

9개월의 과제수행 기간 중 1차 연도인 9개월간의 연구를 계획에 따 

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제3절 공정장치 재료 부식시험 연구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저장공정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을 목적으 

로 염소기체， 염산용액 및 염산증기 분위기 하에서 대표적으로 사용 

되는 스테인레스강(A304， A304L, A316, A316L) 및 탄소강의 부식특 

성을 상온 및 고온조건에서 실험하여 필요한 실험결과를 얻었다. 

결함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필터 개발을 위하여 제올라이트에 

의한 세습， 스트론륨 이성분 흡착 실험을 수행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모사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흡착모델은 흡착층 설계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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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 

1995년도의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탈피복 연구결과 및 1996년 

도의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염화물전환 연구결과와 더불어 당해 

연도 연구결과인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금속전환 최적 반응조건 

은 1998년 부터 임하게 될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장치 

Mock-up 시험시설의 설계시 공정 핵섬 소요장치들인 사용후핵연료 

의 건식 탈피복장치 및 금속전환장치의 설계기준으로서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개념설계 및 물질 

수지 작성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케 될 것이다. 

제2절 사용후핵연료 상변화 시험연구 

사용후핵연료 상변화 시험 연구분야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는 사용 

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 개발과제 전반에 걸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특히 사용후핵연료 및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전환된 금속 전환 

체의 열적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3절 공정장치 재료 부식시험 연구 

사용후핵연료 취급공정장치 재료 부식시험 연구분야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들은 차세대 관리공정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에 활용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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