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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군분리 공정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고준위폐기물에는 반감기가 긴 장수명 핵종들이 함유되어 있다. 이들은 

지하에 구 처분한 후에도 방사능이 수 천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되기 때문

에 지하매질을 통하여 생활환경으로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처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중, 3중의 인공방벽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

겠지만 이는 처분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

변이 일어날 경우 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

책으로는 이들을 분리한 후, 원자로나 가속기 등을 이용한 핵변환을 통하여 

단수명 또는 안정핵종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장수명 핵종들을 분리해내는 군분리 기술이 필요하다.

  군분리 기술은 고준위폐기물의 처분 안전성 향상 차원에서 즉, 장수명핵종

군 분리에 의한 장기 방사성 독성 감소 및 고방열성 핵종인 Cs/Sr군 분리에 

의한 고준위폐기물의 부피 감용, 그리고 백금족 원소 및 RI 등 유용원소 회

수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자원화, 마지막으로는 미래 지구 환경의 안전성 

확보와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증진 등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

사성 폐기물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으며, 통상 

MA(minor actinide)군, Cs/Sr군, 백금족 원소군 및 기타 원소군으로 나누어 

분리하고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1단계 목표는 Am, Np, Tc, U 등의 장수명 핵종이 함유된 모

의 방사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Am과 Np은 99%, Tc은 90%가 회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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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군분리 최적공정의 도출과 단위공정 개선 연구로 설정하 다. 이때 공

정개선 연구의 분리 회수 목표치는 다성분계 용액을 대상으로 잔존 U, Np, 

Tc의 순차분리 계수 및 Am, RE의 상호분리 계수가 각각 10 이상(회분식 1

단 기준)으로 하 다. 연구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 규모 공학시험용 군분리 공정 장치를 설계하여, 제작, 설치하고 

이의 공학시험을 통해 각 단위공정간 경계조건을 결정하고 최적의 장수

명핵종군 분리 공정을 도출한다.

  2. 단위공정 개선 연구로는

    ① 방사성 물질의 확산 방지 및 공정을 비교적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전

기화학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에 의한 방사성페기물 내 미량 잔존하

는 U, Np, Tc(/Re)의 산화 공분리 및 순차분리 시스템 구축.

    ② 낮은 산도 역에서 취급해야만 하는 DEHPA 공정의 단점을 개선하

기 위하여 금속함유 추출제(Zr-DEHPA)와 혼합추출제(CMPO/TBP)

에 의한 Am/RE의 상호분리 효율 개선.

    ③ 용매추출 공정 상에서 Am의 역추출 시 수용상으로 역추출되는 Am

의 정제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라피 및 추출 

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Am의 정제도 향상. 

    ④ 장수명핵종군 분리공정 모사코드 개발의 첫 단계로 지금까지 개발된 

모사코드 확보 및 조건 결정 등이 있다.

  3. 기존 납차폐 γ셀을 장수명핵종을 취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납차폐 α

-γ셀로 개조하여 설치한다.

  4. 군분리 공정에 새로운 분리 기술의 도입 및 이의 타당성을 고찰하기 위

한 신분리 기술 적용으로는

    ① 광화학 환원/침전에 의한 Am/RE의 분리

    ② pyridine계 추출제에 의한 Am의 선택적 분리 등이 있다.

Ⅳ. 연구개발 결과

  1. 실험실 규모 공학시험용 군분리 공정/장치를 설계, 제작, 설치를 완료하

으며, 공학시험을 통해 각 단위공정간 경계조건을 결정하 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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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산 탈질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해탈질 ⇒ Tc의 추출능을 향

상시키기 위한 TBP 혼합추출제에 의한 Tc, Np, U의 순차분리 ⇒ 취급

용액의 산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Zr-DEHPA에 의한 Am/RE 상호분리

로 이어지는 장수명핵종군 분리 최적공정을 도출하 다. 

  2. 단위공정 개선 연구 

    ① 잔존 U/Np/Tc(/Re) 산화 공분리 및 순차분리 시스템 구축에서는 

Np, Tc 및 질산의 전해 산화/환원 거동을 분석하 고, U/Np/Tc(/Re)

의 산화 공추출⇒Tc(/Re) 분리⇒Np 환원분리⇒U 분리로 이어지는 

순차분리 순서 결정과 최적 조업 조건을 설정하 다. Tc의 분리 시 

Np, U의 순차분리 계수는 각각 306, 690이고, Np의 환원분리 시 U의 

순차분리 계수는 17이었다. 이 때 Tc의 추출능이 약 50% 정도로 이

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정 재료의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② 금속함유 추출제(Zr-DEHPA)와 혼합추출제(CMPO/TBP)에 의한 Am 

/RE의 상호분리 효율개선에서는 제 3상의 형성 조건 규명, Am/RE의 

공추출 및 Am의 선택적 역추출 조건 등을 결정하 다. Zr-DFHPA의 

경우 Am에 대한 Eu, Nd, Ce, Y의 상호분리 계수는 각각 32, 18, 19, 

1230이었지만 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Mo의 선제거 및 함침 금속의 

안정성 평가가 필요하다. 한편 CMPO/TBP의 경우 Am에 대한 Eu, 

Nd, Ce, Y의 상호분리 계수는 각각 3, 14, 17, 0.9 얻어 Y의 선제거가 

요구되며, 기존의 CMPO/TBP 공정을 한 단계 향상시킨 공정 흐름도

를 제시하 다. 

    ③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라피 및 추출 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Am의 정

제도 향상에서는 각각 0.05M DTPA/1M Lactic acid/pH=6.5와 0.05M 

DTPA/1M Lactic acid/ pH=3.5의 용리 조건을 결정하 으며, 이 때 

99% 이상의 Am 정제가 가능하 으나, 이 경우 많은 량의 2차폐기물

이 발생되었다. 

    ④ 공정 모사자료 확보 및 조건 결정에서는 기존 모사자료를 분석하여 

Am, Np, Tc 등의 장수명핵종 관련 추출 분배계수 및 반응식의 자료

를 확보하 으며 이를 수식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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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존의 납차폐γ셀을 장수명핵종을 취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납차폐 

α-γ셀로의 개조 설치에서는 source term 변경에 따른 납차폐 계산과 

기존 납차폐셀 개조용 제작물(셀간 door, dust barrier, filter, 시료반입 

port/cask, 유기/무기 폐액 저장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여 납차폐 α

-γ셀을 건조하 다.

  4. 신분리 기술 적용

    ① 광화학 환원/침전에 의한 Am/RE의 분리에서는 RE로부터 Eu의 상호

분리는 가능한데 반하여 Am의 선택적 분리는 불가능하 으며, 분리

율 측면에서는 수용상보다 유기상에서 보다 양호하 다. 

    ② Pyridine계 추출제에 의한 Am의 선택적 분리에서는 pyridine계 추출

제 비교를 통한 TPTZ의 선정과 이에 따른 Am의 선택적 추출 및 역

추출 조건 등을 결정하 다. 이때 Am에 대한 Eu, Nd, Ce, La, Y의 

상호분리 계수는 각각 12, 10, 11, 14, 16을 얻었으나, 추출제의 뭉침 

현상과 상분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 TPTZ의 다

른 유도체 합성이나 신 추출제의 개발이 요구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 개발결과 즉, 공학용 군분리 시험공정의 운전 자료 및 단위공정 

개선 연구 결과 그리고 관련 기기 장치의 개발 등은 군분리 공정을 확립시

키기 위한 공정 설계/설치 자료, 장치 성능 자료, 공정 모사자료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향후 군분리 공정, 장수명핵종 전환 공정 및 핵변환 

후 발생되는 2차 폐기물 처리에 직접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차기단계 연구 

수행 예정인 장수명핵종 회수 기술의 방사화학적 시험 및 성능 평가의 중요

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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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long-lived radionuclide partitioning technology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Since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containing long-lived 

radionuclides sustains their radioactivity over several thousand years or 

longer, even after being disposed of in underground repositories, the 

radioactive materials may be released into biosphere through underground 

media. Although there are some ways to install the artificial barrier in 

order to block the migration of the radionuclides toward the biosphere 

and thus to increase the safety of disposal, they cause the increase of  

disposal cost and still raise concerns whether the radioactive materials 

could be safely encapsulated in the cases of some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 or deterioration of the structural materials. Accordingly, a 

long-term solution to treat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y be to 

separate the long-lived radionuclides from the waste and then transmute 

them into short-lived or stable nuclides by means of nuclear reactors 

and/or accelerators. To achieve this transmutation system, partitioning 

technology for the separation of long-lived radionuclides is first of all 

necessary.

  The development of partitioning technology is carried out with respect 

to the increase of the disposal safety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which is obtained by the reduction of long-term radioactive hazard and 

the volume reduction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by separations of 

long-lived radionuclides and major heat-generating nuclides such as Cs 

and Sr. It also comprises the recovery of useful material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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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inum group elements and/or radioisotope elements. These technologies 

can be also developed to establish the advanced waste management 

methods for insurance of earth environment safety in future and 

enhancement of public acceptance toward the nuclear industry. The 

partitioning is usually classified into such a few groups as minor 

actinides, Cs-Sr, platinum and other fission product elements based on 

their chemical or radioactive characteristics.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project of the first phase was aimed at the development of an 

optimal process that could get recovery yields of 99% for Am and Np, 

and 90% for Tc from a simulated radioactive waste, and the improvement 

of unit processes. Target of separation factor for the improvement of 

each unit process was set over 10 for mutual separation of Am and RE, 

and sequential separation of U, Np and Tc at the multi-components batch 

system. The performed work scopes and contents of this project are 

summarized, as follows.  

  1. Design and establishment of a laboratory-scale partitioning process, 

clarification of interfacial conditions between each unit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optimal flow diagram for long-lived radionuclide 

partitioning process. 

  2. Improvement of unit processes  

    ① Development of the co-extraction and sequential separation system 

for residual U, Np and Tc(/Re) from a simulated radioactive waste 

by chemical and electrochemical methods to simplify the process 

flow and to prevent the dispersion of radioactive materials in the 

process.

    ② Elevation of the mutual separation efficiency of Am and RE by 

using a metal-containing extractant(Zr-DEHPA) and a m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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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ant(CMPO/TBP) in order to overcome the disadvantage of 

DEHPA process to be used in the low acidity concentration

    ③ Purification of Am stripped in the selective stripping process by 

using ion exchange chromatography and extraction chromatography 

methods.  

    ④ Investigations of simulation codes published up to date and their 

simulation parameters as the first step for the development of a 

simulation code for partitioning process.

  3. Modification of an existing γ-lead cell to the α-γ cells in order to 

treat the long-lived radioactive materials.

  4. Applications of new separation technologies to test the possibilities of 

their suitability for the partitioning process.

    ① Separation of Am and RE by photoreductive precipitation

    ② Selective extraction of Am by pyridine series extractants.

Ⅳ. RESULTS OF THE PROJECT

  1. The design and the establishment of a laboratory-scale partitioning 

process were accomplished, and the interfacial conditions between 

unit processes were determined. An optimal flow diagram for long- 

lived radionuclide partitioning process was suggested, which it 

consisted of an electrochemical denitration to overcome the 

disadvantage of denitration by using chemical reagents, a sequential 

separation of Tc, Np and U by using a TBP mixed extractant(or 

new extractants) to improve the extractability of Tc, and a mutual 

separation of Am and RE by using a Zr-DEHPA to enhance the 

acidity used in this process. 

  2. Improvement of unit processes.

    ① In the development of co-extraction and sequential separation 

system for residual U, Np and Tc(/Re), the electrochemical re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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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s of Np, Tc and nitric acid were evaluated, respectively. 

The optimal conditions for a process flow diagram consisted of 

co-extraction of U/Np/Tc(/Re)⇒Tc(/Re) separation⇒Np separation 

by reduction⇒U separation were obtained. The separation factors 

of Np and U with respect to Tc were 306 and 690, respectively. 

The separation factor of U with respect to Np was 17. In this 

conditions, the extraction yield of Tc was about 50%, so that 

development of a new extractant(or mixed extractants) to increase 

the extractability of Tc was required further more.   

    ② In the elevation of mutual separation efficiency of Am and RE, 

the formation conditions of the third phase were experimentally 

examined, and the conditions for co-extraction of Am and RE, and 

selective stripping of Am were decided. In the case of Zr-DEHPA, 

the separation factors of Eu, Nd, Ce and Y with respect to Am 

were 32, 18, 19 and 1230, respectively. For these separations, 

removal of Mo and stability of metal ion contained in the 

metal-containing extractant have to be evaluated. In the case of 

CMPO/TBP, on the other hand, the separation factors of Eu, Nd, 

Ce and Y with respect to Am were 3, 14, 17 and 0.9, respectively. 

It means that Y has to be first of all removed in advance. An 

advanced flowsheet for the mutual separation of Am and RE was 

also suggested 

    ③ For the purification of Am, the elution conditions of 0.05M DTPA/ 

1M lactic acid/pH 6.5 for the ion exchange chromatography and 

0.05M DTPA/1M lactic acid/pH 3.5 for the extraction chromato- 

graphy were obtained, respectively. In these conditions, more than 

99% of Am could be purified, but a large amount of secondary 

waste was generated.  

    ④ The simulation codes published up to date and their parameters 

were evaluated. Data of distribution coefficients and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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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s relevant to the long-lived radionuclides were gathered 

and analyzed, and then they were numerically formulated for a 

simulation code to be developed.   

  3. For the modification of the existing γ-lead cells, a calculation for 

the lead shielding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change of source 

terms, and then designs, fabrications, and installations of parts(pass- 

thru doors, dust barriers, filter banks, exit/entry port and cask, and 

storage tanks of aqueous and organic wastes, etc.) required for the 

α-γ lead cells were accomplished. 

  4. Applications of new separation technologies

    ① In the separation of Am and RE by photoreductive precipitation,  

separation of Eu from RE mixture was possible, but the selective 

separation of Am was impossible. Precipitation yields of Am and 

RE in organic phase was batter than that in aqueous phase. 

    ② For the selective extraction of Am by pyridine series extractants, 

TPTZ was chose through the experiments with kinds of pyridine 

series extractants, and its operation conditions were experimentally 

examined. The separation factors of Eu, Nd, Ce, La and Y with 

respect to Am were 12, 10, 11, 14, and 16, respectively. However, 

a long settling time and some agglomeration of the extractant 

were observed, so that synthesis of a new TPTZ derivatives or 

development of a new extractant was required.   

Ⅴ. APPLICATION PLAN OF THE RESULTS

    All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those are, operation data of the 

laboratory-scale partitioning process, experimental results for improvement 

of each unit process, developments of relevant devices, etc, will be used 

to establish the database for process design, process configuration, 

improvement of equipment performance, and development of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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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for the partitioning process. They might be also used for treatment 

of the secondary wastes generated from the partitioning process, the 

long-lived radionuclides conversion process, and the transmutation system. 

Furthermore, they will be used as the fundamental data for the 

radiochemical test of long-lived radionuclides recovery technology to be 

performed in the nex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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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사용후핵연료(SF : spent fuel)의 재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

준위 방사성 폐기물(HLW : high-level radioactive liquid waste)의 일반적인 

관리방법으로는 HLW를 직접 유리화하여 지하 깊은 지층에 처분하는 방법

이 있으나, 최근에는 장수명의 방사성 핵종에 대한 위해도를 감소(독성 감

소)시키거나 대국민 이해 증진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기술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군분리/소멸처리(P-T : 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에 관한 기

술 개발이 원자력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HLLW에는 재처리 공정에서 처리하고 남은 미량의 U(/Pu)과 통상 MA 

(minor actinides)로 총칭되는 Am, Cm, Np 등이 함유되어 있고, 그 외에도 

MA와 화학적 거동이 유사한 RE(rare earth elements : Nd, Eu, Y 등) 원소,  

유용원소로 재활용이 가능한 Pd, Ru, Rh 및 장수명 핵종(long-lived nuclide)

인 Tc-99와 같은 백금족원소(PGM : platinum group metals)와 반감기는 비

록 짧지만 주요 방사선 및 열원으로서 단기 위해도에 지대한 향을 끼치는

Cs/Sr 및 기타 핵분열생성물(FP : fission product)이 포함되어 있다. 상기 

핵종들을 방사성 독성 및 화학적 성질에 기초하여, 유사한 핵종 끼리 군으로 

묶어 분리하는 것을 군분리라고 하며, 군분리된 MA를 고속로(FBR : fast 

breeder reactor), 소멸전소로(ABR : actinide burning reactor), 가속기 또는 

가속기/미임계로 복합시스템(HYPER : hybride power extraction reactor) 등

을 이용하여 핵변환 시켜 단반감기의 핵종이나 안정 핵종으로 전환하는 것

을 소멸처리라 한다. 

  군분리 공정은 군분리 대상 핵종에 따라 여러 가지의 단위 공정 즉, 용매

추출공정, 침전/결정화공정, 이온교환공정, 흡.탈착공정, 전해 산화/환원공정 

등을 조합하여 구성하고 있으나,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군분리 공정은 대부

분이 용매추출 공정을 기본으로 몇 개의 단위 공정을 서로 조합하여 수행하

고 있다. 

  미국에서 개발한 TALSPEAK(Trivalent Actinide Lanthanide Separation 

by Phosphorus reagent Extraction from Aqueous complexes, 추출제: 

DEHPA(di-2-ethylhexyl phosphoric acid)) 공정 및 Reversed-TALS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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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군사용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TRUEX(TRansUranium EXtraction, 

추출제: CMPO(octyl phenyl N.N-diisobutyl carbamoyl methyl phosphine 

oxide))공정, 스웨덴에서 개발한 CTH(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추출제: TBP(tributyl phosphate), DEHPA))공정, 프랑스의 DIAMEX 

(DIAMide EXtraction, 추출제: DMDBTDMA(dimethyl dibutyl tetradecyl 

malonamide)공정, 중국의 TRPO(TRialkyl Phosphine Oxide)공정, 일본의 

DIDPA(Di-IsoDecyl Phosphoric Acid) 공정 등 여러 가지 군분리 공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상기 공정들은 각 개발국의 분리 대상 핵종이나 기술 수준 

및 여건 등 요구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개발되어 각기 장단점이 있다.

  군분리 대상 핵종들의 분리 제거율은 군분리 공정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 

변할 수도 있으나, 국제 방사선방어위원회(ICRP :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ation protection)의 권고 기준에 따른 MPC(maximum permissible 

concentration) 및 ALI(annual limits on intake)에 따라 보통 정해지며, 특히 

Am, Cm 등의 MA은 MPC 기준 잠재적 방사성 독성이 100만년 이상 지속

되므로 처분 시 장기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분리/제거하

여야 한다. 이외에도 ALI 개념에 의거 지하 지층에서의 핵종 이동이 다른 

장수명 핵종에 비해 빠른 것으로 알려진 Np, Tc 등도 반드시 분리해야 할 

핵종으로 권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분리의 대상 핵종으로 HLW내에 미량 잔존하는 

U(미량이지만 MA에 비해서는 몰비로 약 60배 이상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핵분열 물질로서 핵변환 시 제 3의 장수명핵종을 재생산하므로 반드시 소멸

처리 전에 제거해야함)과 MA군의 Am, Np 및 백금족원소의 장수명 핵종인 

Tc을 각각 선정하 으며, 다성분계 용액으로부터 상기 핵종들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군분리 공정 개발(잔존 U은 99% 이상, Am, Np은 99%, Tc

은 90% 분리)을 목표로 하여 수행하 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실험실 규모의 공학시험용 군분리 공정 장치를 설계, 제

작, 설치하고 이의 운전을 통하여 기 개발한 군분리 각 단위공정의 조합 타

당성과 각 단위공정간 경계면(interface)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확인하

다. 다음으로는 전기화학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에 의한 잔존 U, Np, Tc의 

산화 공추출 및 이의 순차분리 시스템 구축, 금속함유 추출제(Zr-DE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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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혼합 추출제(CMPO/TBP)에 의한 Am/RE의 상호분리 효율 증진, 이온교

환 크로마토그라피 및 용매추출 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Am의 정제도 향상, 

공정 모시코드 자료 수집 및 수식화 등의 단위공정 개선 연구를 수행하여, 

공학시험용 군분리 공정의 운전 결과와 공정개선 연구의 결과를 상호비교 

분석 평가하여 소멸처리 대상 장수명 핵종을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최

적의 군분리 공정 흐름도를 도출하 다. 이외에도 당 연구소에서 할애 받은 

동위원소 생산 시설 내 납 γ 차폐셀(C-14, C-15셀)을 본 연구의 대상 핵종

인 장수명 핵종을 취급할 수 있는 α-γ셀로 개조하는 개조설계 및 개조물

들을 제작 설치하여 건조하는 작업과 신분리 기술의 적용 차원에서 광화학 

환원/침전에 의한 Am/RE의 분리 및 Pyridine계 추출제(picolinamide(C8H17), 

TPTZ(tris(2,4,6-tri(2-pyridyl)-1,3,5-triazine) 등)의한 Am의 선택적 분리 가

능성 등을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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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제 1 절 서 언

           군분리/소멸처리(P-T) 기술은 1950년대 말 미국 ORNL 연구소에

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일환으로 대량의 핵분열생성물(FP)의 제조, 이용 계

획을 수립한 것이 효시라 할 수 있다. 이 무렵 미국 Hanford의 군사용 재처

리 시설에서 HLW 폐액 저장 탱크의 냉각 조작 부주의로 폐액의 일부가 누

출되는 사고가 발생하 다. 이를 계기로 용액 중의 Cs 및 Sr을 분리하는 공

정 개발에 대한 실용화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Hanford와 ORNL 공동으로 

pilot 규모의 시설을 건설하 다. 동시에 핵반응을 이용하여 Cs, Sr을 소멸처

리 시키는 방안에 대한 software 측면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후 1970년 

후반기에 TRU를 핵연료 주기 폐기물로부터 군분리하여 단반기 핵종으로 핵

변환시키는 방법의 타당성 조사를 정부주도하에 계획하여 다수의 연구기관

이 공동으로 참여 수행하 으며, 이는 유럽 각 나라의 관심을 야기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C는 프랑스가 독자 계획 하에 HLW로부터 대량 분리한 Cs 

및 Sr을 방사선원으로 이용하는 계획을 추진하 다. 이의 일환으로 이탈리아

의 ISPRA 연구소를 중심으로 군분리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독일을 중심으로 

TRU군 분리 및 소멸처리 연구개발을 추진하 다. 그리고 1977년 및 1980년 

EC 주최 P-T회의가 ISPRA 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일본은 일본 원자

력 산업회의 주관으로 핵분열생성물 등에 관한 종합대책 간담회가 1973년에 

발족하여 2년 후 P-T의 필요성을 지적하 으며, JAERI가 군분리 및 소멸처

리 연구를 시작하 다. 

  이와 같이 P-T는 1970년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다가 1980년 초 

미국의 ORNL가 경제성 및 안전성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의견이 IAEA 및 EC에서도 발표되어 P-T 관련 연구활동이 전면적

으로 수정되었지만, P-T 관련 연구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일본은 오메가 계획을, 프랑스는 SPIN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IAEA는 

1991년부터 P-T 자문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미국은 1999년 국회 승인 

하에 ATW 관련 roadmap를 작성하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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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군분리 연구 개발 동향

  1.  외국 경우

     가. 습식 분리

       (1) Np 분리

        Np은 SF 용해액 중에 주로 5가 상태로 존재하여 TBP에 의한 

추출이 매우 힘들지만 실제 재처리에서는 질산의 방사선분해에 의해 생성된 

아질산이 촉매로 작용하여 Np의 일부가 6가의 Np으로 산화되어 TBP에 추

출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Np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산화제나 환원제

의 첨가가 꼭 필요하다. 산화제로 0.05 M V2O5을 사용하여 Np을 분리할 경

우[1] 6가로 산화된 Np이 U, Pu과 같이 TBP에 공추출되고, U/Pu의 상호분

리에서 U의 생성물에 정량적으로 유입된다. 그리고 U-Np 생성물을 0.5M 질

산과 접촉하면 Np은 질산용액으로 역추출된다. 이와 같이 얻어진 Np은 직접 

소멸처리용 Np 표적으로 제조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체 Np을 재처리 단계에

서 모두 분리할 수 있어도 Np-237의 딸 핵종인 Am-241, Cm-245 등이 동

시에 회수되지 않으면, Np 분리 의미는 반감된다. 특히 SF 중의 Am-241의 

양은 Np-237의 약 50% 이상이고, 이 핵종이 결국 Np-237로 전환되므로 

Am과의 동시 회수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2) 초우라늄원소(TRU) 분리

        TBP를 사용하여 Am(/Cm)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TBP 이외의 새로운 용매를 개발하던가, 또는 재처리에서 발생하는 

HLW으로부터 TRU를 분리하는 군분리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후자의 방

법이 적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이 각국에서 수행되고 있다.

         (가) 유럽 공동체(EC)

        ① TBP 추출법[2] 

           HLW 내 질산농도를 개미산 탈질에 의해 약 1M 정도로 조정

하고, TBP에 의해 U, Pu, Np를 선택적으로 추출한다. 다음에 HLW의 산도

를 0.2M로 조정하고 동시에 0.54M Al(NO3)3 또는 1M NaNO3을 염석제로 

첨가한다. 그러면 Am(/Cm)이 3가 RE와 같이 30% TBP/NDD에 공추출되며, 

이것을 pH 3으로 조정한 0.5M DTPA/1M 그리세린 용액과 접촉시켜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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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을 선택적으로 역추출시킨다. 이 때 탈질에 의해 약 25%의 Pu과 0.3%

의 Am(/Cm)이 침전된다. 역추출 시 Am(/Cm)의 회수율은 약 99%이지만, 

Am-Cm 생성물에는 약 70% Ce-144와 약 85% Eu-154가 혼입되고, 이외에

도 Ru-106, Cs-137의 γ-선 방출 핵종이 함유된다. Am(/Cm)과 RE의 상호

분리는 0.3M DEHPA-0.2M TBP에 의한 TALSPEAK으로 수행되며, RE만

을 DEHPA에 의해 추출하고 Am(/Cm)은 수용상에 잔존하게 된다. 이때 얻

어진 Am(/Cm)의 순도는 P-T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부적당하며, 이외에도  

염석제로 Al(NO3)3 또는 NaNO3을 첨가하는 데, 이는 추출 후 유리 고화할 

경우 이들 염이 유리 고화에 나쁜 향을 미치는 단점 등이 있다.

        ② DEHPA 추출법[3]

           HLW 내 질산을 개미산 탈질에 의해 분해하고 pH를 2로 조

정한다. 탈질에 의해 발생한 침전물을 여과한 후 0.3M DEHPA-0.2M TBP- 

NDD에 의해 TRU와 RE를 추출/분리한다. 그 후 유기상으로부터 1M 그리

세린-0.05M DTPA(pH=3)에 의해 Am(/Cm)을 역추출 한다. 다음에 5M 질

산으로 RE를, 0.8M 옥살산으로 Pu을 역추출하고, 추출용매는 1M 탄산나트

륨으로 세정하면 잔존 U, Np 및 Ru이 탄산나트륨 용액에 역추출된다. 이 방

법은 CEN-FAR에서 실폐액을 이용하여 pot에서 수행되었다. 탈질 시 약 7%

의 Pu이 침전되지만, Am(/Cm)의 99%는 질산용액 중에 잔존한다. DEHPA

의 경우 HLW으로부터 99.4%의 Am(/Cm)의 회수가 가능하며, DTPA 용액

에 의한 Am(/Cm)의 역추출도 거의 정량적으로 이루어지고, Am-Cm 생성물

에 FP의 혼입 비율도 비교적 적게 된다. 그러나 Pu 추출 효율이 용액의 pH  

의존성이 높아 정교한 pH 제어가 필요하며, γ-선 또는 α-선에 의한 용매 

열화도 문제가 된다. 10
8
rad에 약 5%의 용매가 열화된다. 그리고 Pu이 함유

된 2차 α폐기물의 발생과 HLW의 산 농도를 pH 역까지 내려야 하기 때

문에 용액 중에 많은 양의 침전물이 생성되는 것이 큰 문제이다. 

        ③ 옥살 침전법[4]

           JRC에서 개발되어 ISPRA에서 pot 실험이 수행되었다. 특징으

로는 HLW에 개미산과 옥살산을 동시에 첨가하여 탈질하고 Am(/Cm)을 침

전한다. 침전물을 8M 질산으로 용해한 후 TBP에 의해 Pu, Np을 추출하고, 

추잔액은 개미산 탈질에 의해 산 농도를 약 2M로 조정하여 DEHPA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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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와 TRU를 추출/분리한다. 또한 탈질 시 침전되지 않고 용액 중에 잔존하

는 Pu, Am, Cm은 양이온교환수지 탑에서 회수한다. 탈질 후 HLW 내 질산

농도가 0.7∼0.8M의 경우 Am(/Cm)은 정량적으로 약 99.9%가 침전되고, 이 

이상인 경우 일부의 Am(/Cm)이 공침전한다. 이때 약 96%의 Pu과 10%의 

FP도 공침한다. 옥살산 침전법은 비교적 단순하고 기타 방법에 비하여 2차 

폐기물 발생이 적다는 이점은 있지만, 침전 원소에 대한 선택성이 없고, 개

미산/옥살산의 혼합용액을 사용함에 따라 스텐레스강의 부식을 무시할 수 없

다는 결점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추출분리 시의 용매 열화를 저감시키기 

때문에 재처리공정에서 이의 활용이 검토되고 있다.

      (나) 미 국

        ① ORNL 법[5]

           ORNL은 HLW로부터 di-bidentate 추출제인 CMP에 의해 3가

의 TRU와 RE를 추출하고, 양이온 교환탑으로 이들을 상호분리하고 있다. 

재처리에서 발생되는 기타 폐기물에서의 TRU 분리는 다음과 같다. 피복재

료 hull 및 연료 용해 시 발생하는 불용성 잔사는 질산-불산 용액의 세정으

로, HEPA 필터와 소각제는 질산-Ce(IV)의 세정으로 용출/분리된다. 또한 재

처리의 유기용매 세정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산나트륨 등의 염 용액 중에도 

TRU가 함유되어 있어, 2-에칠 헥산올(2-EHOH)로 유기물질을 추출한 후 

TBP에 의해 U, Pu, Np을, CMP에 의해 잔존 TRU와 RE를 추출하는 흐름

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TBP에 의한 추출, 질산-불산에 의한 용출, 양

이온 교환 수지에 의한 분리는 원자력분야에서 충분히 실증된 기술이다. 그

러나 CMP에 의한 추출은 재처리 실폐액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실험이, 

2-EHOH에 의한 추출과 질산-Ce(IV)로의 용출은 추적자 수준의 실험이 실

시되었다. 이의 결과로는 HLW로부터 CMP에 의한 4가의 TRU가 99.99%, 3

가의 RE는 99.9% 이상이 추출 가능하고, HEPA 필터나 소각재로부터 질산

-Ce(IV) 처리에 있어서는 TRU가 약 99.99% 회수 가능하 다. 그러나 이 기

술의 문제점으로는 양이온 교환수지의 방사선에 의한 열화 등이 있다.

        ② TRUEX 법[6]

           미국 ANL에서 개발한 것으로 CMP와 같은 di-bidentate 계인 

CMPO을 사용하며 질산농도의 HLW로부터 TRU를 추출할 수 있고 추출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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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경우 TRU의 추출에 앞서 산 농도 조정이 

필요하지만, CMPO 추출제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폐액에 대하여도 산 농도 

조절 없이 적용 가능한 것이 큰 이점이다. 또한 CMPO/TBP 혼합추출제를 

사용하여 HLW 내 3가, 4가, 6가의 TRU를 일괄 분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HLW 폐액에 옥살산을 첨가하여 Zr과 Mo의 공추출을 제어하고 있지만, RE

나 Tc이 Am-Cm 생성물에 상당량 혼입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이 원소

를 Am(/Cm)과 상호분리 하기 위한 추가 공정이 필요하다. CMPO/TBP에 

공추출된 FP나 불활성 불순물은 0.25∼1M 질산에 의해 세정 가능하고, Am 

-Cm 생성물은 RE와 함께 0.05M 질산에 의해 회수가 가능하다. 추출 8단, 

세정 4단의 조건에서 Am의 제염계수는 10
4 
이상이고, 이론적으로는 HLW 

내 Am의 농도를 40nCi 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Am(/Cm)과 Pu/Np

의 분리에 사용되는 부식성이 강한 불산 등으로 인하여 장치 설계 시 특수

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된다는 약점이 있다. 

  한편 일본 JNC에서는 1987년부터 TRUEX에 의한 TBP 추잔액의 적용성

을 검토하여 현재 Am, Pu, Cm의 99.9% 이상 추출분리가 가능하며, 향후 과

제로 Am(/Cm)과 RE의 상호분리, CMPO로부터 Pu의 역추출, Np의 추출율 

향상 그리고 추출 시 제 3상의 생성원인 규명 등을 제기하고 있다.

      (다) 일본의 4군분리(DIDPA) 법

           JAERI는 HLW의 처리/처분 안전성 향상 및 유용원소 이용 

관점에서 군분리 대상원소 및 분리/회수 목표치를 설정하여 군분리 기술 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4군분리는 재처리에서 발생하는 HLW

을 출발물질로 하여 HLW 내 함유된 원소 중에서 장반감기이며 인체에 섭

취되는 양이 소량이라도 향이 큰 TRU군, 수백년 동안 발열 주체로서 유

리 고화체 처분 시 침출율이 높은 Cs-Sr군, 유용원소인 Tc-백금족 원소군

(PGM)군 및 기타 FP군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4 군분리에서의 TRU군 분리

는 질산 농도를 약 0.5M로 조정한 HLW에 과산화수소를 첨가하여 DIDPA에 

의한 TRU 추출 시 분리가 곤란한 5가의 Np을 환원시켜 모든 TRU를 일괄 

추출/분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방법으로 TRU의 99.95% 이상이 추

출 가능하고 RE의 대부분도 동시에 공추출된다. 이 때문에 상기 TRU를 사

용하여 소멸처리용 표적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TRU와 RE를 상호분리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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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TRU와 RE의 상호분리는 착화제인 DTPA를 사용하여 역추출 하

고 있으며,  이때 Am-Cm 생성물에 RE의 혼입율은 Am(/Cm)을 99.99% 회

수하는 조건에서 약 10% 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라) 기 타 

           스웨덴의 Chalmers 공과대학에서 개발한 CTH 법[7]은 추출

제로 1M DEHPA/kerosene을 사용하 고, HLW의 산도 조정 시 침전 생성

을 피하기 위하여 TBP에 의해 질산을 추출하여 산 농도를 조절한 점이 큰 

특징이다. HLW의 산 농도를 6M로 조절한 후, 1M DEHPA에 의해 Pa, U, 

Np, Pu과 Fe, Zr, Nb, Mo, In, Y, Sn을 공추출 한다. 그 후 추잔상을 대상으

로50% TBP/kerosene에 의해 질산, Tc, Pd, Ru 등을 추출하고 질산농도를 

0.1M 이하로 조절하여 최종적으로 1M DEHPA에 의해 Am(/Cm)을 추출한

다. Am(/Cm)과 RE의 상호분리는 DTPA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이 방법은 

2 Ci/L 규모의 pot 실험이 실시되었으며, U=99.99%, Np=98.9%, Pu=99.99%, 

Tc=67%, Ru=74%, Pd=98%, Am=99.8%, Cm=99.9%의 회수율을 얻었다. 

  한편 프랑스의 Fontenay aux Roses 연구소에서는[8] 재처리에서 주요한 

추출제인 TBP의 대체물로 monoamide 및 diamide계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

으며, monoamide 추출제에 의한 U, Pu, Np, Tc 분리와 diamide에 의한 

Am/RE 분리, 즉 DIAMEX 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CMPO나 

DEHPA와는 다르게 폐기물 처리상에서 문제되는 P 원자를 함유하지 않은 

추출제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에서는 약 1M HNO3의 HLW에 적용 가능한 TRPO를 제시

하고 있는데 이는 우선 탈질 및 화학적 산화/환원을 거친 다음, TRU를 

TRPO에 공추출시킨 후, 역추출 단계에서 질산농도 조절에 의해 Am/RE를 

공역추출 시키고, 다음 단계에서 옥살산에 의해 Np/Pu을 역추출 시키는 개

념이다. TRPO가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며, 높은 용매 부하, 높은 내방사선성, 

양호한 역추출성 등의 장점은 있으나, 추가로 Am/RE의 상호분리 및 Tc 분

리 등 후속 분리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핵분열 생성물(FP) 분리

        HLW의 장기 잠재적 독성의 저감화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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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Tc-99(반감기 2.1x10
5
년), I-129(반감기 1.57x10

7
년)이 있고, 반감기는 약 

30년과 그 이하이지만 HLW내 발열량의 저감화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핵종

으로 Sr-90과 Cs-137이 있다. 또한 자원으로 이용이 검토되고 있는 원소로

는 PGM가 고찰되고 있다. HLW로부터 이들 핵종의 분리는 1950년대 말부

터 계속되고 있으나, 공정으로서 제안되고 있는 것은 Sr 뿐이고, 나머지 핵

종에 대해서는 실험실 규모 단계에서 멈추어진 상태이다. 

         (가) Sr-90 및 Cs-137 분리

           ① 용매 추출법

              미국 Hanford의 Sr 회수법[9]은 pH 3 이상에서 DEHPA에 의

해 Sr(II)가 효율적으로 추출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전체 흐름이 단순하

기 때문에 건설 및 조업비용이 비교적 싸다. 이때 얻어진 Sr-90은 기본적으

로 Na이 없는 상태이지만 DEHPA의 추출 특성 상 약간의 Ca(II)가 공추출

된다. 최종적으로는 Sr-carbonate 고체로 제조되며 이때 Sr-90의 순도는 약 

97% 정도이다. 이 방법은 Hanford에서 pilot 규모로 다년간 조업되어 기술의 

실용성과 가능성을 실증하 다. 동일 원리를 사용한 방법이 ORNL에서도 개

발되어 Sr-90의 농도를 약 300배까지 농축시킬 수 있었으나, 두 기술 모두 

HLW가 tartaric acid 염이나 citric acid로 오염되는 공통의 결함이 있다. 

  한편 South Carolaina 대학에서는 HLW로부터 Cs 및 Sr을 회수할 목적으

로 5%-NNS(dinonyl naphtalene sulfonic acid)-27% TBP-68% kerosene에 

crown 화합물을 첨가하는 용매에 관해 연구하 다. Sr의 추출에는 0.02M- 

bis 4.4'(5')(1-hydroxyheptyl) cyclohexo18-crown-6이 최적(분배계수 1.98)

이고, Cs에는 0.05M-bis 4.4'(5')(1 hydroxy 2-ethyl hexl)benzo18-crown-6 

가 최적(분배계수 1.59)인 것으로 보고되었다[10]. 그러나 상기 용매는 γ-선 

조사에 의해 분배계수가 저하되고 Zr이 동시에 추출되는 결점이 있다. 이외

에도 Saarlandes 대학에서는 dibenzo-21-crown-7에 heteropoly 화합물 또는 

hexachloroantimony(V) 산염을 같이 사용하는 용매추출법을 검토하여 Cs를 

연속적으로 추출할 수 있음과 흡착된 Cs은 질산용액으로 용리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11].

           ② 이온교환 흡착법

              산성매질의 HLW로부터 Cs/Sr의 회수로는 AMP(ammo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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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ybdatophosphate), 제올라이트, 티탄산 등을 이용한 이온교환법이 있다. 

AMP의 경우 고농도 질산 용액 및 알카리성 용액(pH 9) 내에서 Cs와 Sr을 

99% 이상 회수하 다. AMP에 흡착된 Cs 및 Sr은 각각 3M NH4NO3 및 

7.9M NH4NO3로 용리가 가능하지만, AMP는 미세 분말 형태로 합성되기 때

문에 그대로 이온교환탑에 적용하기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일본 동경대학교에서는 HLW를 개미산으로 탈질한 후 제올라이트를 이용

하여 Cs, Sr을 회수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모의 HLW을 탈질한 후 여액을 

합성 mordenite(20∼32mesh)와 혼합비 1:1의 A형/Y형 혼합 제올라이트(20∼

32mesh)를 충전한 탑에 통과시켜 Cs을 97% 이상, A형/Y형 혼합 제올라이

트로 Sr을 99% 이상 분리하 다. 한편 JAERI의 4군분리에서는 Tc-PGM의 

탈질 시 나오는 상등액을 대상으로 산 농도를 pH 3 이상으로 조정하고, 이

를 티탄산과 제올라이트의 중량비 4:1로 혼합한 무기이온교환체 탑을 통과시

켜 티탄산에는 Sr을, 제올라이트에는 Cs을 선택적으로 99.9% 이상을 흡착/

분리한다고 보고하 다. 또한 Cs 및 Sr을 흡착시킨 이온교환체를 1,000℃ 이

상에서 소결하면 처분에 적합한 안정한 고화체로 전환시킬 수 있어, 2차폐기

물이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이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Cs, Sr을 분리하는 

경우 다른 원소가 동시에 공흡착되므로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의 상

호분리법 확립이 필요하다. 

  미국 SRL에는 알카리성 HLW로부터 Cs-137을 회수하기 위한 이온교환법

이 연구되고 있다. Duolite ARC-359를 이용할 경우 모의 폐액으로부터 Cs 

분리 시 제염계수 약 10
4
 이상을 얻었다. 이외에도 고분자 이온교환수지인 

CSRF(cesium selective resorcinol formaldehyde)가 개발되어 기존 수지와 

비교하여 우수한 흡착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CSRF에 흡착된 Cs은 1M 개미

산으로 세정하여 99% 이상의 용리가 가능하 다.

         (나) 백금족 원소 및 Tc-99 분리

           ① 용매추출법

              미국 ORNL에서는 TBP에 의한 질산 수용액 내 Tc의 추출거

동을 연구하여, Tc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질산나트륨 등의 염석제 이용도 가

능하지만, 고농도의 TBP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한편 South 

Carolaina 의대에서는 amine 336(tri-capryl amine)을 TBP/kerosene(0.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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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혼합한 혼합용매로 의약품으로부터 PGM의 추출실험을 수행하여 Rh, Ru 

등은 다른 원소와의 분리가 매우 양호하 으며, 이때 Pd의 분배계수는 1.95

라고 보고하고 있다[13]. 이외에 10%-TOA(tri-n-octylamine)/CCl4 등의 추

출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모두 실험실 규모에 그치고 있다.

           ② 용융금속 추출법

              납추출법은 극미량(0.001%)의 PGM를 광물로부터 분리하는  

유일한 실용화 방법으로, 이를 응용하여 HLW 및 재처리 용해공정의 불용해  

잔사로부터 PGM 및 Tc을 회수하기 위한 연구가 고찰되었다. 미국 PNL에서

는 HLW을 유리 고화하는 데 납추출법을 적용하여 HLW와 유리소재를 유리 

용융로에 공급하고 산화납과 환원제인 Charcoal을 동시에 첨가하여 납 내로 

PGM 및 Tc의 회수를 시험하 다. 실 폐액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Pd, Rh에 

대해 각각 60∼80%의 회수율을 얻었지만, Ru의 회수율은 10∼20%, Tc의 회

수율은 매우 낮다고 보고하 다[15]. 

  미국 ORNL에서는 용융 Mg에서 용해도의 차를 이용하여 Ru와 Pd을 분리

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용융 Mg로 처리한 후, 이를 용융 U- 

Cr 공정합금과 접촉시킨 경우 Ru은 U-Cr상으로, Pd는 Mg상으로 이동되어, 

Ru와 Pd의 상호분리를 실현하 다. 이때 분리계수는 Mg 내 0.1% 이상의 

Ru 및 Pd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10 이상이라고 보고하 다[16]. 한편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도 모의 폐액을 대상으로, 80% 이상의 Ru 및 Pd을 용융납

으로부터 회수하고, 회수된 납을 질산에 세정하여 Pd 및 Rh의 상호분리 거

동을 발표하 다.

           ③ 침전분리법

              JAERI의 Tc-PGM 분리는 DIDPA 추출 후 추잔액에 개미산

을 사용하여 탈질하고 용액의 pH를 2 이상으로 조정하여 거의 100%의 Rh, 

Ru, Pd과 대부분의 Tc을 침전물로 회수하 으며, 또한 침전물을 과산화수소

로 세정할 시 90% 이상의 Tc를 물에 분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 다. 이 방

법은 2차폐기물의 발생이 적고, 운전제어 및 공정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나, 

탈질 시에 함께 공침되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공침 원소의 제염방법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PGM 및 Tc는 원자재로서 재 이용이 고려될 수 있으

므로 탈질에 의해 생성된 침전물 중에 이 원소만을 분리/정제하는 방법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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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일본 동북대학에서는 질산 매질의 HLW로부터 수

산화철에 의한 공침 분리에 의해 Tc를 회수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폐액의 

pH를 1로 조정하여 용액 내 TcO4
-
을 Fe2+ 또는 철분으로 Tc를 환원시켜 생

성한 Tc 이온을 중화하여 수산화철과 같이 공침 분리하는 것이다.

  반면에 SRL에서는 이온교환법에 의해 방사성폐액으로부터 Tc를 TcO4
-으

로 분리한 용액을 대상으로 Tc의 회수법을 연구하 다. 용액이 중성인 경우 

황화나트륨을 사용해 90% 이상의 Tc를 회수할 수 있었고, 알카리성인 경우

는 금속 또는 아연 아말감에 의해 45∼75%를 침전, 회수하 다. 또한 침전물

을 수소 환원하여 금속 Tc으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 다[17].

           ④ 활성탄 흡착법

              JAERI는 DIDPA의 추잔상을 대상으로 활성탄에 의한 TcO4
-

의 회수실험을 하여, Tc의 분배계수가 0.5M 질산까지는 질산농도 증가에 따

라 반비례하며, 활성탄 내 Tc의 흡착량은 Freundlich 식으로 나타내었다. 한

편 미국 PNL에서는 활성탄 내에 Pd 회수용으로 PTU(phenylthlthiourea)을 

함침시켜 모의폐액으로부터 PGM의 회수실험을 수행하 다. 상업용 재처리 

폐액을 대상으로 한 모의실험에서 Pd, Rh, Ru의 회수율은 각각 43%, 11% 

및 19%라고 보고하고 있다[18]. 이밖에 이온교환수지로 PGM 및 Tc를 회수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검토가 되었지만, 대부분이 분석 방법의 일환

으로 연구되고 있을 뿐, HLW로부터의 분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매우 적다.

     나. 건식 분리

       (1) 고준위 폐액으로부터 TRU 건식 분리

          일본 CRIEPI에서는 HLW로부터 TRU의 분리와 FBR에서의 TRU 

핵변환 및 재순환을 동일 주기 내에서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TRU의 

건식 군분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술은 HLW의 탈질/고화, 염소

화의 전처리 공정과 환원추출, 전해정제 등의 고온야금 분리기술로 구분되어 

있다. 탈질/고화 기술은 질산매질의 HLW을 가열 농축하여 탈수 한 후, 질산

염을 분해하여 분말 상태의 산화물로 전환하는 것이며, 염소화는 탈질/고화

에서 생성한 산화물을 염화물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염소화제로는 분리 후 

폐염화물로부터 염소개스를 회수하여 재활용할 것을 고려하여 염소개스-탄



- 15 -

소를 이용하며, 이 탄소를 환원제로 사용한다. 한편 고온야금분리 기술은 염

화물의 표준생성 자유에너지의 차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것으로, 1차 환원 추

출에서는 HLW 내 각 원소의 염화물 용융염으로부터 환원제로 리튬을 이용

하여 TRU를 RE와 함께 용융카드늄 금속 중에서 환원시킨다. 2차 전해정제

는 1차 환원추출 단계에서 TRU에 함께 부착된 RE를 분리하여 가능한 한 

순수한 TRU를 회수한다. 전해정제에서 기대되는 TRU의 회수율과 부착된 

불순물을 열역학적 데이타를 근거로 하여 산출하면 U, Np, Pu은 불순물 없

이 99% 이상의 회수가 기대되지만, Am은 99.9% 이상 회수하는 경우  Gd와 

Y 등의 불순물이 8% 이상 함유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결과는 전해

정제 시의 전류효율 등의 분리 조건을 이상적으로 반 한 것이기 때문에 실

제 회수율 실증을 위해서는 TRU를 이용한 실증 시험이 필요하다.

       (2) 경수로 SF로부터의 직접환원에 의한 건식 분리

          경수로의 SF로부터 건식 재처리하여 직접 Pu와 TRU를 분리한 

후, 금속연료의 IFR에서 소멸처리하는 기술(이때 U는 Pu과 TRU와는 다르

게 분리하여 저장)이 1991년 미국 ANL에서 기술개발을 착수하 다[19]. 

  ANL가 1960년대 EBR-Ⅱ의 금속연료와 MOX 연료를 재처리하기 위하여 

개발한 염수송법을 기본으로 하 다. 우선 경수로의 SF(산화물)를 탈피폭, 

분해한 후 약 800℃에서 CaCl2- CaF2의 염에 용해하고 금속 Ca을 환원제로 

첨가하여 용융 Cu-Mg 중에서 금속성분을 환원한다. 이 합금에 MgCl2를 함

유한 용융염과 접촉하면 TRU와 RE는 산화된 용융염 중으로 이동한다. 

Cu-Mg 합금의 특징은 Np와 Pu에 대해서는 수 %의 용해도를 갖고 있지만, 

U에 대해서는 용해도가 극히 낮아 불용해성 침전물로 하부에 침전되어 U이 

분리된다. 그 다음에 MgCl2 염과 Mg-Cd 합금을 접촉시켜 둘 사이의 추출 

평형의 차를 이용하여 TRU를 합금 쪽으로 환원시킨다. 이 기술에서도 염화

물의 생성 자유에너지가 거의 유사한 RE는 TRU와 함께 합금 중에 추출된

다. 이 연구는 현재 실험실 규모 단계에 있고, 분배계수 등의 기초 데이타가 

일부 축적되어 있지만, 향후 이의 확립과 800℃ 정도의 고온 조건에 수행되

는 관계로 내부식성 재료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상으로부터 현재 연구개발 중인 각국의 장수명핵종 분리 기술을 요약하



- 16 -

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Summary of long-lived radionuclide separation processes

개발국 및 
분리공정  

U 분리 Tc 분리 Np 분리 Am/RE 분리 비 고

일본
DIDPA

-추출제:
  DIDPA 
-역추출제 :
  NaCO3  

-활성탄 
 흡착,용리
-개미산 
 침전

-추출제 :
  DEHPA
-역추출제 :
  옥살산

-추출제 : 
  DIDPA
-역추출제 :
  DTPA/젖산
  혼합용액
-취급 용액 : 
  0.5M질산
-탈질공정 필요
-상호분리 :
  pH=3.5 이상

-백금족 원소군 및 
 Cs/Sr군 분리연구 
 병행수행 
-Am/RE 상호분리
 증진을 위해 연차 
 용매추출법 및 
 Ad-TRUEX 개발

미국
TRUEX

-추출제 :
 CMPO/TBP
-역추출제 :
 NaCO3 

-고려하지 
 않음

-추출제 :
  CMPO/TBP
-역추출제: 
  HF

-공추출제 :
  CMPO/TBP
-공역추출제: 
  저산도 질산
-취급 용액 : 
  2M이상 질산
-상호분리 :
  불가능

-관심대상: Pu, Am  
-공역추출된 Am/
  RE를 상호분리
  하기 위한 추가
  분리 필요
  (수행하지 않음)

프랑스
DIAMEX

-Monoamide 
 계열의 
 추출제고려

 (추출제:
    미확정)

-Monoamide  
 계열의 
 추출제고려
 
 (추출제:
    미확정)

-Monoamide 
 계열의 
 추출제고려
 
 (추출제: 
    미확정)

-공추출제 : 
  DMDBTDMA
-공역추출제 : 
  HNO3/Ca

2+

  혼합용액
-취급 용액 : 
  2M 이상 질산 
-상호분리 :
  불가능

-Np/Tc 선제거필요  
-공역추출된 Am/ 
 RE를 상호분리
 하기 위한 추가
 분리 필요
 (Picolinamide,
  TPTZ 등 수행)
-Cs/Sr 분리 연구
 병행수행

스웨덴
CTH

-추출제:  
  DEHPA
-역추출제 :
  (NH4)2CO3/
  mannitol 
  혼합용액

-추출제 : 
  TBP
-역추출제 :
  강 질산

-추출제 : 
  DEHPA 
-역추출제 :
  (NH4)2CO3/  
  mannitol 
  혼합용액

-추출제 :  
  DEHPA
-역추출제 :  
  DTPA/젖산
  혼합용액
-취급 용액 : 
  0.1M 질산 
-탈질 필요
-상호분리 시 :
  pH=3.5 이상

-공역추출된 U/Np
 을 상호분리 하기 
 위한 추가분리 
 필요
 (수행하지 않음)

중국
TRPO

-추출제:  
  TRPO 
-역추출제 :
  NaCO3 

-고려하지 
 않음

-추출제 : 
 TRPO
-역추출제 :
 옥살산

-공추출제 : 
  TRPO
-공역추출제: 
  약 질산
-취급 용액 : 
  1M 질산 
-탈질 필요
-상호분리 :
  불가능

-관심대상 : TRU
-공역추출된 Am/ 
 RE를 상호분리
 하기 위한 추가
 분리 필요
 (Cyanex 301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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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

     가. 한국원자력연구소 (∼1992년)

         원자로 저장조 정화계통을 대상으로 유기이온교환수지인 IRN 77을 

이용한 Cs 분리와 방사성폐액 중 핵종 제거 및 고정화 차원에서 천연산 제

올라이트인 clinoptilolite, modenite 등에 의한 Cs의 분리 연구를 수행하 다.

     나. 한국원자력연구소: 군분리공정 기술개발 (1992년∼1996년) 

       (1) 잔존 우라늄 제거

           고준위폐액에 남아있는 미량의 U을 TBP 추출에 의해 제거할 때

의 최적분리 조건 규명 및 잔존 U의 분리 제거율 감손 원인을 규명하 다.

       (2) 개미산 탈질 

          고준위폐액의 개미산 탈질산 시 Zr, Mo의 침전효과, 배기체 발생

량 및 최종산도 규명, 탈질 시 Mo의 침전율을 저감시키는 원인 핵종 규명, 

탈질 침전물의 여과특성 규명 및 침전물의 특성분석, 탈질계의 변화에 따르

는 침전 거동 규명, 탈질 침전물의 여과특성 향상 시스템 개발 및 보조제 첨

가에 따르는 향 고찰, 탈질 반응매카니즘 및 탈질 속도를 규명하 다.

       (3) DEHPA에 의한 Am/RE 원소 공추출 및 선택적 역추출

          DEHPA에 의한 Am 및 RE 추출과 역추출에 의한 Am/RE의 상

호분리 특성 규명, 회분식에 의한 환원제 사용에 따르는 Np의 단일성분계 

및 혼합성분계에서의 추출 및 역추출 특성 규명, 혼합성분계에서 Fe, Mo의 

원소가 용매추출 및 역추출에 미치는 향 고찰, 환원제 첨가에 의한 Np의 

추출 및 역추출 거동 규명, DEHPA의 용매재생 조건규명 등이 수행되었다.

       (4) 옥살산에 의한 Am/RE 공침전 분리 

          옥살산에 의한 Am과 RE의 공침전 특성 규명, 옥살산에 의한 

Am/RE의 공침전 시 Cs, Sr 등의 공침전을 유발하는 원인 핵종 규명, 환원

제 사용에 따르는 옥살산 공침전 향 고찰 및 옥살산 분해속도 규명, 옥살

산 침전물의 분해 및 용해 조건 설정, 환원제 사용에 따르는 옥살산 공침전 

향 고찰 및 옥살산 분해속도 규명, 광화학 반응에 의한 옥살침전물 분해 

거동 파악 및 조건 확립, 옥살산 침전 상등액에서의 유기물질 분해 거동규명 

및 조건 설정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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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국원자력연구소: 군분리공정 개발(1997년∼2000년) 

       (1) 공학시험용 군분리 공정 장치 설계/제작/설치

          공학시험용 군분리 Mock-up 공정 기초 개념 정립 및 조합공정 

구성, 공학시험용 군분리 공정/장치 설계, 제작, 기기 장치 시험 및 유체이동 

시험, 각 단위공정 간 경계조건 설정 등이 연구되었다.

       (2) Tc/Np/잔존 U의 순차분리

          질산의 산화/환원 거동 규명, Np의 산화가 상태 분석, Np 및 Tc

의 전해 산화/환원 특성 규명, 회분식에 의한 산화제 첨가에 따르는 Np의 

산화 추출 및 환원 역추출 특성 규명, Tc의 추출 거동 조사 및 추출 향상에 

미치는 원인 핵종 파악, 혼합성분계에서의 Tc/Np/잔존 U의 공추출 및 역추

출 특성 조사, 순차분리 시스템 설정 등이 수행되었다.

       (3) Am/RE 상호분리         

         (가) 금속함유 추출제

             혼합성분계 및 단일성분계에서의 Zr-DEHPA에 의한 질산농도 

및 Zr 농도 변화에 따른 Am/RE의 공추출 거동 특성 규명, Zr-DEHPA에 의

한 Am 및 RE 추출과 역추출에 의한 Am/RE의 상호분리능 조사, Zr/Fe/Mo

가 추출 및 역추출에 미치는 향 고찰, 제 3상 형성 방지를 위한 보조제 첨

가 향 파악 및 Zr-DEHPA의 용매재생 조건 설정, 연속조업에 의한 Am/ 

RE 분리 조건 설정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나) 혼합추출제

             제 3상 형성 조건 파악, 혼합성분계/단일성분계에서의 CMPO/ 

TBP 추출제에 의한 Am/RE 공추출 거동 조사, NaNO3에 의한 질산 역추출 

거동 규명, DTPA/NaNO3 혼합용액에 의한 Am의 선택적 역추출, Am의 선

택적 역추출 동반되는 원소 규명, 질산에 의한 RE 역추출 규명, Zr, Fe, Mo

가 추출 및 역추출에 미치는 향 고찰, Am/RE의 상호분리 조건 결정, 최적 

공정흐름도 개발(안) 등이 수행되었다. 

       (4) Am의 정제도 개선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라피와 용매추출 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용

리 전개와 치환 전개로 구분하여 이온교환체/용매부하 이온교환체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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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RE의 흡착 거동 규명, Am/RE의 용리 향 조사, Am의 정제 시스템 

결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5) 신분리 기술 

         (가) 광화학 환원 침전에 의한 Am/RE 분리

              Am/RE의 광화학 특성 조사, 수용상 및 유기상에서의 Am/ 

RE의 광화학 환원 공침전 원인규명 및 거동 파악, Am과 RE 각 원소의 광

화학 환원침전 조건 결정 등을 수행하 다. 

         (나) Pyridine계 추출제에 의한 Am 선택적 추출

             혼합성분계/단일성분계에서의 TPTZ/HDNNS 및 picolinamide 

추출제에 의한 Am/RE의 추출거동 규명, 상 분리 향 조사, Zr/Fe/Mo가 추

출 및 역추출에 미치는 향 고찰, 연속조업에 의한 Am 추출 조건 설정 등

이 연구되었다. 

제 3 절 군분리 기술 평가 

        장수명핵종군 분리공정은 자국의 기술개발 수준 및 국내외 여건

에 따라 그리고 분리대상 핵종에 따라 개발되어 지고 있다. 기술을 실용화하

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높은 분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추출제, 희석제, 착

화제 및 유기/무기 이온교환제, 용융 매질 등의 개발과 이에 대한 방사화학

적 특성, 시스템 관련 안전성 해석, 분리된 각 핵종 군의 안정화기술, 내방사

성 및 내부식성 재료 개발, 2차 폐기물의 처리기술 및 발생량의 저감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아직도 기술 정립이

나 개념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장수명 핵종(TRU, Tc 

등)을 모두 분리하여 소멸처리 시킨다는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한정하여 보면 

최적의 기술은 소멸처리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습식법이 보다 효

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  장수명핵종 분리 대상 원소 

       분리대상 원소에 따른 공정 개발 상의 문제와 소멸처리와의 관계를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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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rtitioning process development with separating element

분리대상

원소
U/Pu ＋ Np U/Pu ＋ Np ＋ Am/Cm

U/Pu ＋ Np ＋

 Am/Cm ＋ 장수명 FP

공정 개발

-연료 용해액 내 Ce(+4)

 등의 산화제를 첨가

-통상 5가의 Np을 6가

 로 산화시켜 TBP에

 추출이 용이함

        ↓

-기존 PUREX에 다소의 

 공정을 첨가하여 수행

 가능함

-Am/Cm을 TBP로 추출

 하는 것은 불가능함

            ↓

-TBP을 대체하는 추출제

 개발이 요구됨.

-PUREX로부터 방출되는

 HLW로부터의 추출공정

 개발과의 연계가 필요함

-고온화학법에 의한 건식

 공정도 유효함

-Am/Cm 이외에 Sr-90, 

 Cs-137, Tc-99 등의 

 장수명 FP을 분리하는

 공정이 필요하며, 이는

 공정을 보다 복잡하게

 함

           ↓

-분리 선택성 및 조작의 

 단순성 등이 고려된 

 공정 개발이 요구됨

분리조작상

의 문제점

-산화시킨 6가의 Np은

 매우 불안정하여 5가로

 쉽게 환원되기 때문에, 

 산화제가 공존해야만

 약 98% 이상의 Np을 

 회수할 수 있음

․Am-Cm 생성물에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RE

  가 반드시 혼합되어 있으며, 이를 상호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음

․Am과 Cm의 상호분리도 쉽지 않음

․용매추출법에 의한 군분리 시 연료 용해액의 

  산도를 변화시키면 침전물이 생성되기 쉬움

소멸처리와 

관련

-재처리 단계에서 Np

 을 모두 분리하는데 

 있어 Np-237의 친핵

 종인 Am-241, Cm-245

 가 잔류하기 때문에,

 이런 핵종을 동시에 

 회수하지 않으면 Np

 분리 의미가 감소됨

․Am/Cm은 비방사능 및

  발열량이 크기 때문에

  방사선의 피폭관점에서

  이들의 취급(연료 제조

  등)이 매우 곤란함

․Cm은 반감기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소멸처리

  의 의미를 감소시킴

․지하수에서의 핵종이동

  관점에서는 Am, Cm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음

․Sr-90 및 Cs-137의

  열중성자 포획 단면적

  이 작기 때문에 소멸

  효율이 나쁨

․Cs-137의 소멸처리를 

  하기 위해서 동위원소

  분리가 필요함

  Np에 Am(/Cm)을 함께 분리하는 경우 Am-Cm 생성물에 RE가 혼입되는

데, 소멸처리를 연계시킬 경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소멸처리용 핵연료 

중에 RE가 함유될 시 RE는 중성자 독물로서 거동하므로 이의 혼입양을 최

대한 적게 유지시켜야한다. 그러나 Am(/Cm) 및 RE는 화학적 성질이 매우 

유사하여 RE를 Am(/Cm)으로 분리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드는데, SF 중에 

RE의 양은 MA 양에 50배 이상 존재하며, Am-Cm 생성물에 혼입되는 RE

의 양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다. 핵연료 제조 관점에서 이의 고순도 상

호분리가 요구된다. 분리방법으로는 이온교환법 등이 제안되고 있으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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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분리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JAERI의 4군분리 경우 DIDPA를 

이용하여 Am(/Cm)을 99.99% 분리, 회수하는 조건에서 RE의 혼입량을 약 

10% 정도까지 저감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연료 내 Cm이 함유될 시 Table 3과 같이 발열량 및 중성자원 강도가 매

우 커서 이의 취급이 대단히 곤란하다[20]. Cm의 반감기는 28.5년(Cm-243)

으로부터 8,500년(Cm-245)으로 다른 TRU에 비하면 짧고, 존재량도 적어 

Cm의 소멸처리 의의를 반감시킨다. 그러므로 소멸처리 측면에서 Np과 Am 

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여 핵변환시키는 시나리오도 제시되고 있으나, 화학

적 성질이 매우 유사한 관계로 Am과 Cm의 상호분리가 매우 곤란하다. 그

러므로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Am과 Cm의 상호분리법 확립이 필요하다. 

Table 3. Manufacturing characteristics with fuel composition

연료 조성 U․Pu ＋ Np U․Pu ＋ Np․Am
U․Pu ＋ 

Np․Am․Cm
TRU

발열량
통상 연료와 

동등

통상연료의 약 2배 통상연료의 약 20배
대단히 큼

(TRU 5% 첨가한 FBR용 MOX 경우)

중성자원 강도 통상의 MOX 연료와 동등 SF의 약 5배 대단히 큼

연료 제조용

셀의 차폐

차폐 능력 증강의 필요성

작음                                                        큼

핵종 분리

조작상의 문제

Am과 Cm은 화학적 성질이 매우 비슷

하기 때문에 이의 상호분리는 쉽지 않음

대용량의 

TRU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열쇠

RE 원소의

혼입

Am-Cm 생성물에 RE의 혼입은 피할 수가 없으며, 

혼입한 RE의 양은 TRU와 비교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음

 

  이외 장수명의 FP인 I-129는 재처리에서, Tc-99는 군분리 또는 재처리공

정에서 회수가 고찰되고 있는 반면에 Cs-125, Zr-93, Se-79 및 C-14은 분리

/회수법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 이들 핵종의 분리/회수법도 고찰할 필

요가 있다.

    2.  각 원소의 분리효율

       HLW 내 각 원소의 분리/회수 목표치는 분리원소의 경과 년도 변화

에 따른 방사성 독성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통상 이들 원소 제거 후 HLW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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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고화체로 하여 1,000년이 경과된 후의 잠재적 독성이 3% U 함유 광석 

상당 이하로 감소될 때까지로 설정된다. 이 경우 분리/회수 목표치는 Table 

4와 같이 대단히 엄격한 값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기술 중에

는 상기의 분리/회수 목표치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으나, SF의 용해를 출발점

으로 하여 소멸처리용 핵연료 제조까지를 모두 고려할 시 이의 분리/회수 목

표치를 만족시키는 기술을 구축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Table 4. Recovery target yields of long-lived radionuclides

대상원소
군분리 회수 목표치

MPC 기준 경우 ALI 기준 경우

TRU 

원소군

Np 90 % 99.95 %

Pu 99 % 99.9 %

Am 99.9 % 99.99 %

Cm 99.9 % 99.9 %

Tc, I 99 %

Sr, Cs 99.9 %

백금족 원소, Xe -

  

  특히 재처리의 각 단위공정인 기계적 전처리 과정/용해/여과 공정 및 방사

성 폐액 농축공정에 TRU 가 분산되어 존재하고 있다[21]. SF 내 hull의 표

면에는 연료 조사 중 hull과 반응하여 MA(minor actinide) 총량의 약 0.05%

가 부착/침투된다. Hull 내 MA의 분리/회수는 일단 hull을 용해한 후 침출을 

통하여 MA를 회수할 수 있다. 반면에 용해공정에서 hull 내 MA를 완전히 

산성 용액에 용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계적 전처리 과정에서 hull을 분

별 회수하여 고온 처리를 통한 MA의 회수가 고찰되고 있다. 그리고 연료 

용해액 내 침전 생성은 주로 연료를 용해할 때나 용해액의 농축/탈질 시 생

성되는데, 이때 Pu와 MA의 일부가 침전된다. 연료 용해시 생성된 불용해 잔

사 내에는 주로 U, Pu이 침전되고 MA는 무시할 정도이다. MOX 핵연료 용

해의 경우 조건에 따라 Pu은 불용해 잔사 중에 1∼30% 정도, Am은 0.4%가 

침전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편 HLW를 농축/탈질 하는 경우 생성되는 침

전물에는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1∼50%의 Pu 및 0.0005∼1.5%의 

Am이 침전된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장수명핵종 분리 기술은 IFR과 같은 건식법의 경우 

아직 기초 연구 단계로 TRU의 분산은 아직 미지수이지만, 습/건식 모두 



- 23 -

TRU의 분산 가능성이 높아, 기 설정한 분리/회수 목표치를 만족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 제안되고 있는 소멸처리는 

TRU 소멸처리 장치와 분리기술간에 여러 번의 재순환이 요구되고 있어, 재

순환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정량 이상의 TRU가 P-T 주기 내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기 설정한 분리/회수 목표치는 현재의 군

분리 기술개발의 현황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값으로 고찰되며, 향후 분리

/회수 목표치를 현실적인 값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  소멸처리용 TRU 핵연료 제조 

       소멸처리용 TRU 핵연료 사양은 소멸처리 반응로의 유형에 따라 

Table 5와 같이 매우 차이가 있다. 전소로의 경우 현재 막대기형의 금속연

료, 입자상의 질화물 연료 및 특수 연료로서 용융염 연료 등이 고찰되고 있

다. TRU를 경수로 및 고속로에서 연소시키는 경우 산화물 연료, 금속연료 

및 질화물 연료에 TRU를 첨가하여 이용하는 법이 예상된다. 건/습식 모두 

연료제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경제성, 효율성을 생각하면 건식은 금속

연료와 용융염 연료 제조에 합리적이며, 습식은 MOX 연료, 질화물 연료, 및 

TRU 산화물 연료 제조에 합리적이다. 

Table 5. Specification of TRU fuel for transmutation

      Pallet 봉 입자 기타

산화물 

 -MOX(0.2% MA 첨가), 

  LWR

 -MOX(5% MA 첨가), 

  FBR

질화물 -질화물 연료, FBR -He 냉각, 전소로

금속

-Na 냉각, FBR

-Na 냉각, 전소로

-Pb-Bi 냉각, 가속기

용융염 
-용융염연료

 가속기

  연료 조성으로는 U/Pu에 Np 첨가, Np+Am 첨가, Np+Am+Cm 첨가 및 

MA 주체인 네 가지 경우를 고찰할 수 있으며, Am과 Cm이 모두 첨가되는 

경우 비방사능 및 발열량이 증대하여 기존의 glove box에서 수행하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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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방식으로 변경해야한다. TRU 연료는 비방사능 및 발열량이 높아, 연료 

보관이나 연료 운반 시 차폐 대책 및 제열 대책 등이 필요하다. 특히 연료 

중에 Cm이 함유될 경우 통상 MOX에 비하여 발열량은 20배 이상이며, 중성

자원의 강도는 통상 SF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연료 취급상에서 Cm의 

존재유무가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연료 제조 기술면에서 보면 전소료용 연료는 MA 주체의 특수한 연료로 

비방사능 및 발열량이 대단히 높으며, 연료개발 자체가 큰 문제점이다. FBR

의 금속연료 경우 셀 내에서 핵연료 제조가 예상되며, MA 첨가 시 비방사

능 증가에 대비하여 셀 내 차폐능력의 보강을 고려하여야 하며, 일정 양의 

MA를 핵연료 중에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이 최대 기술 과제이다. 

한편 LWR 및 FBR(MOX 연료)의 경우 종래 glove box 내에서의 연료 제조

가 MA 첨가에 의한 비방사능의 증가로 셀 방식의 제조기술이 검토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볼 때 FBR(MOX 연료)에 MA를 첨가하는 연료제조는 소

규모로 수행한 실적이 있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단계이나, 피폭 저감화 문

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연료제조의 실적 및 기술적 개발 가능성 관점에

서 보면 MA 첨가 MOX 연료, TRU 금속연료, 전소료용 특수 연료 순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으며, 군분리법을 이용하여 연료를 제조할 시 MA 중에 RE

가 혼입되는데 Am(/Cm)의 분리는 매우 힘들어 분리공정의 제약이 따를 것

이며, MA 내 RE의 혼입 비율 및 소멸처리용 연료와의 관계를 빠른 시일 내 

검토해야 한다. 

    4.  2차 폐기물 발생량 

       TRU를 분리할 때 발생하는 주요 2차 폐기물은 설비 운전/보수 시에 

동반되는 폐기물, 시약 등으로 TRU 분리 기술 구축 시 이들의 발생량을 저

감화 시킬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은 건/습식에 따라 

Table 6과 같이 차이가 있다. 건식은 폐액 1톤 당 취급량이 습식에 비해 약 

1/8 정도로, 처리 규모가 작아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또한 건식은 방사선 및 질산에 의해 열화된 유기 추출제 및 이온교환수지의 

폐기물이 다소 발생하나 항상 발생되지는 않으며, 2차 폐기물로서 사용후 

염, 도가니 등이 발생하지만 그 양은 비교적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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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condary radioactive waste generation with partitioning process

공정의 취급량

(HLW 1톤 기준)

주된 2차 

폐기물
2차 폐기물의 발생량

건식 군분리
염화물로서 

약 50ℓ

LiCl 등의 염

CO2 가스

도가니

 작음

 많음

공정 내에서 시약의

열화가 비교적 적음

습  식

군분리

옥살산

침전법 질산용액으로서

약 400ℓ

NOx 

여과재 유기추출제 열화에 의한

계속적인 유기폐액 발생용  매

추출법
열화 용매

  반면에 습식은 옥살산 침전법과 같이 특수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유기추출

제의 방사선 분해 및 열분해에 의한 열화로 인해 새로운 추출제를 사용하여

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기폐기물이 발생하여, 용매추출에 의한 분리 공

정 선정 시 추출특성에 추가하여 내약품성, 내방사선성이 우수하고 정제/재

순환 및 폐기물 처리가 용이한 용매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TRU 분리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① 재처리는 SF 1톤 당 약 970kg의 U을 추출하

는데 반하여 MA 분리는 약 11kg의 MA 및 RE를 추출하고, ② MA 분리기

술 개발 시 추출제의 내방사선성은 기존 TBP와 비교하여 거의 손색이 없어

야 하며, ③ 용매 재순환에 동반되는 폐기물 및 폐용매에 의한 폐기물의 발

생량은 동일 량의 TBP를 취급하는 경우와 유사한 형태로 평가하면, 재처리 

폐기물 발생량의 약 1∼10% 범위 내로 고찰된다. 

  건/습식 모두 현재는 실험실 규모(습식 경우 pilot 규모도 있음)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향후 실폐액 시험 및 용매(습식의 경우), 사용후 염(건식의 

경우)의 재순환 기술을 포함하여 화학공학적 시험이 실시되어야 하고 또한 2

차 폐기물 발생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scale-up에 필

요한 엔지니어링 데이타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 4 절 향후 기술 개발

    1.  군분리 기술 개발 

       군분리 기술개발은 경수로용 SF의 군분리 공정과 P-T에 의한 군분

리 공정으로 크게 구분된다. 경수로용 SF의 군분리법은 PUREX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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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으로 HLW에서 TRU, 발열성 원소, PGM 등을 습식법으로 분리하는 것

으로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현재는 공정 흐름도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향후 

① plant 규모에서의 각 원소 분리특성, 용매 열화의 정도, 2차 폐기물 발생

량 파악, ② plant를 보다 간소화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검토, ③ 

plant 설계 상에서 필요한 기초 데이타(재료, 장치 형태 등) 확보와 같은 기

술적인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반면에 P-T에 의한 군분리 공정은 소멸처

리용 핵연료 형태에 따라 크게 다르며, 소멸처리용 연료로서 산화물이나 질

화물 연료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의 재처리-군분리가 가능하지만, 질화물 연

료를 종래의 방법 이외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금속연료, 용융염 연료로 재처

리-군분리하는 경우는 핵연료를 전용으로 처리하는 공정 개발이 이상적이다. 

이때는 공정 간소화, 핵임계 안전성 향상, 2차폐기물 저감화를 고려하여 고

온화학 공정에 의한 재처리-군분리 공정의 선택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고온

화학 공정은 ① 용용염 및 용융금속에서의 각 원소 용해도, 화학적 거동 파

악과 다른 형태의 용융염 및 용융금속에서의 분배계수와 관련 물성 데이타 

축적, ② 용용염 및 용융금속에서의 TRU 및 FP의 산화/환원 전위, 산화/환

원 속도 등의 전기화학적 데이타 축적 등이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현

재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적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

    2.  군분리 공정 시스템 개발

       군분리 공정 시스템의 실용화 목표는 연구개발의 발전 속도에 따라 

대응하여야 하며 적절한 시스템의 기술 합리성, 위해도, 경제성, 사회적 수용

성 등을 총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 군분리 및 폐기물 처분 시나리오 구축에 관련한 연구

       (1) 심지층 처분 지원기술로서의 P-T 기술

           P-T에 의한 폐기물 감용화 및 냉각기간 단기화 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심치층 처분의 효율성을 고찰하여 이 효과에 의한 처분 시나리

오 개선 가능성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2) 심지층 처분의 상호보완 기술로서의 P-T 기술

           P-T에 의한 HLW의 잠재적 독성을 대폭 저감화시키며, HLW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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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로부터 격리 기간을 인공방벽의 건전성이 보증하는 기간 내로 단축하

는 것은 천연 장벽의 부담을 대폭 경감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P-T 

효과 및 HLW 처분 시나리오 개선 가능성의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3) 심지층 처분 대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법에 의한 P-T 기술

           P-T에 의한 HLW의 무해화 가능성은 현재 심지층 처분 시나리

로의 기본인 인공방벽, 천연방벽 등을 고찰하는 방안으로 대체 되어야 하며, 

신 HLW 처리/처분 시나리오의 구축이 가능하다. 이 경우 P-T 효과 및 

HLW 처분 시나리오 개선 가능성의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나. 기술적 합리성 및 경제적, 사회적 수용성

       (1) 기술적 합리성 

          장래 기술개발의 발전 속도를 예측하여 군분리의 기술적 가능성, 

전체 시스템의 최적화 등의 평가를 수행하여 시스템으로서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2) 위해도 평가 

          현시점에서의 P-T 위해도 평가는 방사성물질의 잠재적 독성 지

표를 이용한다. 향후는 P-T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처분 시나리오에 

대한 위해도 평가가 필요하며, 지층처분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생태계

의 피폭선량을 이용한 확률론적 위해도 평가법을 개발하고, 장수명핵종에 의

한 장기적 위해도, 단수명 핵종 및 비방사성 핵종에 의한 단기적 위해도를 

해석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3) 경제적, 사회적 수용성 및 핵 비확산성에 관련한 검토

           현재 까지는 P-T 시스템의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및 핵비확산

성을 정성적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장래에는 이를 정량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3.  기초 기반 연구

     가. 고준위폐액의 성분 및 상태 파악 

         군분리 공정의 출발물질인 HLW는 재처리의 전처리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의 화학적 조성, 가열 탈질 등의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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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안정성 관련 HLW의 제반 성질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

러므로 HLW의 화학조성, 성질에 관련된 제반 물성에 대한 것들을 표준화하

여 한 차원 높은 군분리 공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나. 군분리 각 단위공정에서의 대상원소 거동 파악 

        통상 각 단위공정으로 군분리 대상원소의 분산이 이루어지는데 이

는 원소의 분리/회수율을 저하시키며, 공정의 안전성 및 경제성에 나쁜 향

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각 단위공정에서의 대상원소 거동 파악이 중요하

다. 특히 습식법의 경우 연료의 용해액 중에는 침전물이 생성되고 이때 Pu

과 MA의 일부가 공침되는데, 용액처리 방법, 산 농도, 화학 조성 등의 향

에 따른 침전 원소의 비율 등에 관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 새로운 용매추출 공정 및 추출제 개발 

         SF로부터 Am(/Cm)을 함유한 TRU군을 일괄 추출/분리하기 위해

서는 공정 측면에서 볼 때 PUREX가 필요하지 않은 습식 군분리공정 개발

(미국 UREX 공정 등)이 요구된다. 이때 기존의 용매보다 대상원소에 대한 

선택성이 양호하고, 내방사선성이 우수한 용매추출제 개발은 공정의 간소화 

및 경제성 향상을 도모시킬 수 있다. 이외에 기존 공정으로는 Am(/Cm) 및 

RE의 상호분리가 매우 어려우므로, Am(/Cm)의 회수율 증진과 RE의 제염계

수를 최대화(Am 및 Cm의 고순도화)시키는 등의 서로 상반된 문제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용매추출제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이다. 

     라. 고온화학법 관련 기초 데이터 축적

        고온화학법에 의한 재처리 및 군분리 기술 관련 데이타는 습식법에 

비교하여 매우 적으며, 건식법에 의한 재처리/군분리 공정 확립은 고온화학

법의 기본인 용융염 및 용융금속 중에서의 각 원소 용해도, 화학적 활동도

(활동도 계수 등), Cd 등에 대한 분배계수와 관련 물성 데이타, 그리고 용융

염 및 용융금속에서의 TRU 및 FP의 산화/환원 전위, 산화/환원 속도 등의 

전기화학적 데이타 축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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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공학시험용 군분리 공정 설계, 설치 및 공학시험

  

    1. 서 언 

       개발한 군분리 단위공정의 타당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나 

각 단위공정간 경계(interface) 조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

해서는 연속식의 군분리공정 설치가 요구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험실 

규모의 공학시험용 군분리 공정 및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여 설치하 다. 

  본 공학시험용 군분리 공정은 비순환 연속공정으로, 공정 흐름도는 ① 방

사성 폐액 내에 미량 존재하고 있는 잔존 U 제거 공정, ② 개미산(formic 

acid)에 의한 탈질(denitration) 공정, ③ 산도조정 및 Np의 산화/환원 공정, 

④ DEHPA에 의한 Am, Np, RE의 선택적 분리 공정 등 4개의 단위공정으

로 구성하 다. 처리 규모는 용매추출 공정인 경우는 200mL/hr(방사성 폐액 

기준)로 하 으며, 탈질 공정의 경우는 회분식으로 NOx 등의 배기체 발생량

을 고려하여 1000mL/batch (조업 부피: 250mL/batch)로 설계하 다. 공정 

장치의 설치는 향후 습식 납 차폐 셀 내에서의 운전을 고려하여 원격조작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MSM(master slave manipulators)의 설치와 이에 

따른 공정 배열, 차폐 셀 내에서의 운전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동

부분이 배제된 장치(공압식) 제작과 장.탈착이 용이한 connector에 의한 배

관,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 수행 중에서 개발한 장치(공압식 mixer-settler, 액

체 이송장치, 액체시료 채취기 등)의 활용, 마지막으로는 공정개선 연구를 통

하여 얻어진 개선 공정으로의 교체가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조물(공정장치 

포함)을 모쥴(module) 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하여 수행하 다. 

  공학시험용 군분리 공정의 목적은 지금까지 개발한 각 단위공정의 공학적 

시험(기기, 장치 성능 시험 및 유체이동 시험 등) 및 실제 운전을 통하여, 각 

단위공정 조합의 타당성과 각 단위공정의 경계 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등

을 발췌하고 이를 개선, 보완하여 경계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 평가하여 

최적의 군분리 공정 흐름도의 도출 및 조업 조건을 확립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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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정 설계

     가. 군분리 공정 개념

       (1) 공정 개요

         (가) 제 1공정 (잔존 우라늄 제거 공정)

          ① 목적 : TBP에 의한 방사성 폐액 내에 잔존하는 U 제거

          ② 규모 : 200mL/hr (방사성 폐액 기준)

         (나) 제 2공정 (개미산 탈질 공정)

          ① 목적 : 개미산에 의한 질산농도 저감화(0.3M HNO3 이하) 및 

                    Zr/Mo 공침전 제거

          ② 규모 : 250mL/batch

         (다) 제 3공정 (산도조정 및 Np의 산화/환원 공정) 

          ① 목적 : NaOH에 의한 질산농도 (0.1M HNO3) 조정과 과산화

                   수소(H2O2)에 의한 Np 환원

          ② 규모 : 회분식 반응조(500mL)

         (라) 제 4공정 (MA/RE 상호분리 공정)

          ① 목적 : DEHPA에 의한 Am, Np, RE의 선택적 분리

          ② 규모 : 200mL/hr

       (2) 공정 및 장치특성

         (가) 제 1공정 

             방사성 폐액 내에 미량 존재하고 있는 U이 자체의 방사성 독

성도 강하며 다른 장수명 핵종인 MA(Am, Cm, Np 등) 및 Tc 등과는 산화

가 상태 및 그 고유 특성이 다르고, 특히 Am, Np과 함께 공존하고 있을 때

에는 Am, Np의 분리 효율에 지대한 향을 줄 수 있는 불순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제거하는 것이다. 특히 소멸처리 관점에서 볼 때 U은 핵분열 물

질로서 핵변환 시 제 3의 장수명 핵종을 재생산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한다. 

  주요 장치로는 2조의 혼합 정치조(MX: mixer-settler, 추출 및 역추출에 

각각 1조, 상온 조업)이며, 공기(air) 맥동 속도, 용액의 유량, 저장 탱크류의 

수위 조절 등의 공정 제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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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 2공정

              잔존 우라늄 제거 공정의 추잔상에 존재하고 있는 MA 및 

RE 들을 상호분리하기 위한 DEHPA 용매추출 공정의 최적 운전 조건인 

0.1M 질산농도 까지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때 MA 및 RE의 공침전은 절대

적으로 피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혼합정치조에 의한 연속 운전 시 제 3상의 

형성 및 에멀젼화 등에 향을 미쳐 조업상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 Zr, Mo와 

일부분의 Fe를 함께 공침전하여 제거한다. 

  주요 장치로는 각각 1개의 탈질 반응기, 응축기, 배기체 흡수탑, 가열시스

템 등이 있고, 약 90℃에서 조업되며, 가열 방법/온도, 반응기 및 저장 탱크

류의 수위 조절 등의 공정 제어가 요구된다.

         (다) 제 3공정

              산도 조정은 개미산 탈질 공정에서 발생되는 침전 여액 내 

질산의 농도가 DEHPA 추출공정의 기준인 0.1M 질산 농도까지 산도가 떨어

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삽입한 공정으로 NaOH에 의해 수행된다. 

  그리고 산화/환원 공정은 Np이 0.1M 질산용액에서 주로 Np(Ⅴ)로 존재하

고 있는데 이는 DEHPA에 거의 추출되지 않으므로 이를 추출성이 좋은 Np

(Ⅳ)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환원제로는 과산화수소(H2O2)를 이용한다. 주요 

장치로는 1개의 회분식 반응조가 있으며 상온에서 수행한다.

         (라) 제 4 공정

              산도 조정과 Np의 환원 과정을 거친 탈질 여액(0.1M 질산용

액) 내에 함유되어 있는 MA 및 MA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RE를 DEHPA 

용매추출에 의해 상호분리 하는 것이다. 우선 MA와 RE를 함께 추출하는 공

추출과 Am, RE, Np를 각각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역추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역추출제로는 Am의 경우 DTPA와 lactic acid의 혼합용액, RE는 질산

용액, Np은 옥살산를 각각 이용한다. 

  주요 장치로는 4조의 혼합 정치조(공추출용: 1조, 선택적 역추출용 : 3조,상

온 조업)가 있고, 공기 맥동 속도, 용액의 유량, 저장 탱크류의 수위조절 등

의 공정 제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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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업 특성

          군분리 공정은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으로서 조업

자 및 주변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납 또는 콘크리트 등의 차폐체로 

차폐된 공간 내에 설치된다. 본 설계에서는 차폐체를 납으로 가정하여 납 두

께 20cm인 차폐 공간 내에 설치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차폐 공간 내에 

설치되는 공정 설비는 차폐창을 통해 내부가 감시되고, 차폐 창 상부에 설치

되는 MSM에 의해 장치의 원격 조작 및 유지 보수가 수행된다.

     나. 공정 설계

       (1) 설비 개요

           대상 설비는 모의 셀(cell) 내의 군분리 공정설비, 시약공급 설비,  

원격조작을 위한 MSM, 공정변수의 계측 및 제어 설비, 유틸리티 공급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모의 셀 내의 군분리 공정은 4개의 단위공정으로 구성하

며, 설비의 개조 및 교환이 가능하도록 모쥴화 한다.

       (2) 설계 대상 주요설비

         (가) 군분리 공정 설비

          ① 제 1공정

            - 2조의 공압식 혼합정치조

            - 6개의 용액저장 탱크류(수용상 : 5개, 유기상 : 1개)

            - 1조의 수용상 부유물질 제거 여과장치

            - 기타 3개의 용액이송 장치 및 시료채취 장치 등

          ② 제 2공정

            - 1조의 가열 시스템 및 탈질 반응기 

            - 3개의 용액(수용상)저장 탱크류

            - 1조의 응축기 및 배기체 처리 흡수탑(진공 펌프 포함)

            - 1조의 유기상 부유물질 제거 여과기 

            - 1조의 고-액(탈질 침전물) 분리 여과기

            - 기타 2개의 용액이송 장치 및 시료채취 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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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 3공정 

            - 1조의 회분식 반응조 

            - 1개의 용액이송 장치 및 시료채취 장치 등

          ④ 제 4공정

            - 4조의 공압식 혼합정치조

            - 7개의 용액저장 탱크류(수용상 : 6개, 유기상 : 1개)

            - 기타 2개의 용액이송장치 및 5개의 시료채취 장치 등

         (나) 시약 및 유틸리티 공급 설비

          ① 시약류

            - TBP, dodecane, nitric acid, formic acid, NaOH, DEHPA,

              DTPA, lactic acid, 옥살산, 과산화 수소 등 총 16개의 시약

              저장 탱크류 

            - 11조의 시약 용액 이송장치 등

          ② 유틸리티 류 

            - 압축공기, 전기, demi-water, potable water 등

         (다) 공학시험용 군분리 공정 설치 구조물

            - 구조물의 크기에 대한 overall layout 작성

         (라) Control console

            - 공정제어 및 Mimic, 전기 수배전 기능 포함

       (3) 설계기준 및 고려사항

         (가) 공정

              연속식 다단 용매추출/역추출 공정은 방사성 폐액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 당 200mL를 처리하는 것으로 기준하며, 개미산에 의한 탈질 공정

은 회분식으로 250mL/batch 규모로 한다.

         (나) 장치 배치

              시약공급 탱크는 모의 셀 후편에 배치하여 펌프를 통해 모의 

셀 내로 공급되도록 한다. 모의 셀 내의 장치들은 3단으로 구분하여 가능한 

한 장치간 이송을 중력을 이용하여 이송장치를 최소화 한다. 각 단위 공정별

로 장치를 분리 모들화하여 설비의 보완 및 개조가 용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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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치 설계

              가능한 한 장치의 재질은 SUS 304L을 사용하며, 단 MX 는 

아크릴 수지로 제작하는 것으로 한다. 모의 셀 내의 탱크류의 후렌지는 원격

으로 장.탈착이 용이하도록 힌지형으로 한다.

         (라) 배관 및 튜브 설계

              모든 튜브 재료는 SUS(stainless steel) 304L을 기본 사양으

로 한다. 공정유체 이송관 및 시약 공급관의 크기는 3/8", 공기 퍼지 등의 기

타 관의 크기는 1/4"를 원칙으로 한다. 모듈별 연결관은 quick coupler를 사

용하며, 원격으로 장.탈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 계장 설계

              모의 셀에서의 저장조의 수위 및 도 측정은 셀 외부에 공

기 퍼지형 DP transmitter를 설치하여 계기에 방사성 분위기의 접촉이 없도

록 한다. 공정 유체의 일시 저장조는 전극식의 액면 스위치를 설치하여, 

high/low 기준 수위를 참고하도록 한다.

       (4) 설계 내역

         (가) 공정 설계 

          ① Flow diagram 

          ② Heat & material balance 

          ③ P. & I. diagram

          ④ Equipment lists

          ⑤ Utility consumption

          ⑥ 공정장치 arrangement drawing

             - Plot plan,  top & elevation view,  3-dimensional DWG

          ⑦ Process data sheet 

             - Vessel, 열교환기, pump, instrument, 기타 기기 등

         (나) Tubing

           - Tube sizing, tubing arrangement drawing(plan & elevation)

         (다) Vessel 류

           - 반응기, 저장조, 흡수탑, 열교환기 등 모든 vessel 류의 s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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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vessel 류의 제작 의뢰를 위한 engineering drawing 

         (라) Rotating machine류

           - 펌프, pulse generator, vacuum pump 등의 용량 및 type 선정

           - 구매를 위한 기기 data sheet

         (마) 전기 및 계측기기

           - 전기 single line diagram 및 load data

           - Heater류 용량 및 type 선정

           - Instrument logic diagram

           - 계측기기 type 및 range 결정

           - Control console(공정조작 및 감시, mimic 기능, 수배전 기능

             포함) 제작을 위한 구성 및 기능 설계

           - 전기 및 계측 기기의 구매를 위한 구매 사양서

         (바) 공학 시험용 군분리 공정이 설치될 구조물 (steel stand)

           - 모든 기기들의 load data

           - 차폐공간 내 조업을 고려한 구조물 크기

             : 차폐벽, MSM, 차폐창 등을 고려

           - 구조물 제작을 위한 engineering drawing 

    2. 공정 설치 

     가.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구조물은 4개의 각 단위공정에서 소요되는 용액 저장 탱크류, 용매

추출 장치(MX: mixer-settler), 탈질 반응기 및 기타 부수 장치들을 고정하

기 위하여 ① 155cm(L)x86cm(W)x158cm(H), ② 150cm(L)x86cm(W)x158cm 

(H), ③ 50cm(L)x86cm(W)x158cm(H), ④ 210cm(L)x 86cm(W)x158cm(H)로 

총 565cm(L)x86cm(W)x158cm(H)가 되도록 4 부분으로 나누어 제작 설치하

다. 또한 각 부분은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도록 구조물 밑 부분에 바퀴를 

부착하 다. 각 부분별 구조물의 앞쪽 벽면에는 각종 공정 용액의 저장을 위

한 탱크류와 용매추출 장치 및 반응기 등을 지지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SUS(stainless steel) 재질의 4각 파이프로 격자 모양으로 제작하여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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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구조물의 후면에는 시약 공급 저장 탱크류와 정량 급액 펌프 등을 설

치할 수 있도록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60cm(H) 및 130cm(H)에 선반을 각각 

설치하여 3개 부분으로 나누었다. 

     나. 원격조작 장치 설치 

         원격조작 장치는 구조물의 전면에서 30cm가 떨어진 거리에 100cm 

(L)x30cm(W)x220cm(H)의 원격 조작장치 지지대를 설치하 고, 원격 조작장

치 지지대의 밑 부분에서 90cm 높이에 90cm(L)x80cm(W) 유리창을 부착시

켜 원격조작 장치에 의해 공정을 운전할 때 공정 내부를 자세히 볼 수 있도

록 하 다. 그리고 원격 조작장치는 1조를 설치하 으며, 1조의 원격조작 장

치로 4개의 단위 공정을 모두 조작하기 위해서 지지대 밑면에 스테인레스 

강 재질로 제작한 길이 6m의 레일을 설치하여 좌우로 이동하기 쉽게 하

다. 설치된 원격 조작장치는 미국 DOVER사 제품(Model G)의 compact형 

MSM(master slave manipulator)이다

     다. 공정 장치 제작 및 설치

       (1) 제 1 공정 장치 제작 및 설치

          제 1 공정에서 소요되는 장치로는 용매추출 장치와 각종 저장 탱

크류, 부유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여과기, 저장 탱크와 탱크 간 용액을 이

송하는 용액이송 장치, 액체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시료채취 장치, 그리고 탱

크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level transmitter 및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용액이송 장치(특허 제 077250호)와 액체 시료채취 장치(특허 제 

0168686호)는 공기에 의해 작동하는 형태로 본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것을 

직접 활용하 으며, 모든 장치는 원격조작 장치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면에서 90c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 다. 

         (가) 용매추출 장치

              용매추출 장치는 본 연구팀에 의해서 개발한 공압식 MX(특

허 출원 중)로서 추출(MX-101)은 10단, 역추출(MX-102)은 8단으로 각각 제

작하여 설치하 고, 이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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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매체   pulse air 

 재 질   Altuglass

 부 피   26 mL (혼합조 : 13 mL,  정치조 : 13 mL)   

  본 공압식 MX의 특징으로는 구동 부분이 모두 배제된 단지 공기(air)만을 

사용하여 추출 반응이 이루어지게 하는 장치이다. 이의 작동을 위해서 공기 

맥동발생기(air pulse generator)를 제작, 설치하 으며, 이의 주요 사양은 다

음과 같다.

크 기   340(L) x 390(W) x 622(H) mm

벨로우즈의 재질 및 크기   테프론,  200(O.D.) mm x 190(H) mm

전 원   Variable 220V AC motor (gear부착)

최대 air 발생량   1200 mL/cycle

회 전 수   40-80 rpm

         (나) 저장 탱크류 제작 및 설치

              제 1 공정에 사용되는 탱크류는 총 10개로, 공정 용액 및 용

매 추출제를 MX에 주입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6개의 공정 용액 저장 탱크와 

유틸리티 지역에서 시약 용액을 저장하고 공급하기 위한 4개 시약 용액 저

장 탱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저장 탱크류는 모두 SUS 304의 재질로 

제작하여 설치하 으며, 이의 용도와 크기는 다음과 같다.

Name Volume(mL)

T-101 HLW storage tank 8,000

T-102 HLW feed tank 8,000

T-103 Recycle solution tank 2,060

T-104 Raffinate storage tank 8,000

T-105 U product tank 2,060

T-106 Used TBP/NDD tank 4,000

T-501 30% TBP/NDD tank 4,000

T-504 0.01M HNO3 storage tank 2,100

T-506 2M HNO3 storage tank 2,100

T-507 6M HNO3 storage tank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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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된 저장 탱크류 중에서 공정 용액 저장 탱크류는 구조물 앞면에 설

치된 격자 모양의 4각 파이프에 각각의 용기 지지대를 부착시켜 고정하 고, 

시약 저장 탱크류는 구조물 후면에 설치하 다. 

  그리고 각 공정 용액의 저장 탱크류 및 공압식 MX에 주입되거나 배출되

는 공정 용액용 관과 압축공기 및 진공(vacuum) 등이 주입되거나 배출되는 

공기 관은 모두 SUS 304L 튜브로 제작하 다. 이 때 관의 크기는 공정 용

액의 경우 3/8" 튜브, 공압식 MX에 주입되는 공기 관은 3/4" 튜브, 기타 탱

크류에 주입되는 공기 관은 1/4" 튜브로 규격을 통일하여 제작 설치하 으

며, 관의 개폐 장치는 상기 규격과 동일한 on/off ball valve를 각각 사용하

다. 한편 저장 탱크 내 시료 용액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공기로 작동되는 

시료채취 장치를 탱크 상단에 장착하 으며, 최초로 주입되는 공정 용액의 

불순물 및 부유 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유물질 제거 여과기(F-101)를 

제작. 설치하 다. 이 여과기는 진공에 의해 조작되며, 카트리지 형태로 이의 

크기는 85 mm (I.D.)x150 mm이고, 10㎛ pore 크기의 여과지를 사용한다.

  또한 저장 탱크와 저장 탱크 간에 공정용액을 이송하기 위해서 공기로 작

동하는 용액 이송장치(TS-101, TS-102)를 제작하여 설치하 다. 탱크 내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에서는 DP(differential pressure) cell을 설

치하려고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간단하고 조작 및 배관이 용이하며 

보다 경제적인 level transmitter(기존의 DP cell은 probe가 3 개인데 반하여 

level transmitter는 probe가 1개 임)로 교체하여 공정 용액저장 탱크에 각각 

설치하 다. 이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원 리   정전 용량식(전극간의 정전 용량을 만드는 capacitor의 동작원리)

Power   Transmitter 24V DC,    power supply : 110V/220V AC

Output   4-20 mA/0-5V DC

재 질   Housing :  SUS 316,    sensor :  SUS 316 + Teflon

  

  이외에도 구조물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유틸리티 지역의 시약 공급용 탱

크에서 시약 용액을 공급하거나 이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시약 

저장 탱크에 정량액급액 펌프(metering pump)와 유량계를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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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공정 장치 제작 및 설치

           제 2 공정에 소요되는 장치로는 탈질 반응기와 응축기, 흡수탑, 

저장 탱크류, 고액분리 여과기, 용액 이송장치, 시료채취 장치, 온도조절 장

치, level transmitter, 밸브용 actuator, 각종 밸브, 흡수탑 순환용액 펌프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든 장치들은 SUS 304로 제작되었으며, 원격조작

이 가능하도록 격자 모양으로 구성된 지지대에 설치되었다.

         (가) 탈질 반응기

              탈질 반응기는 제 1 공정의 추잔상을 대상으로 개미산에 의

한 질산농도 저감화(약 0.3M 정도)와 Zr/Mo 공침전 제거를 위한 것으로 다

음과 같은 사양으로 제작.설치되었다. 

형 태   Vertical cylindrical type

용 량   250mL/batch

가열 방식, 조업 온도   Electric bend heater (220V, 1KW),  90℃

  반응기 상부에는 level transmitter와 시료채취 장치 및 온도 센서가 설치

되어 있으며, 또한 반응 시에 발생하는 배기체를 처리하기 위한 line이 연결

되어 있고 개미산 및 교반용 air 주입용 튜브가 연결되어 있다.

         (나) 응축기

              탈질 반응기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배기체를 응축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사양으로 제작. 설치되었다. 

형 태   Vertical type

크 기   17㎝(Ø) × 67㎝(H)

열전달 면적   0.9㎡(3/8" tube)이며 물로 냉각응축

         (다) 흡수탑

              응축기에서 나온 NOx를 전량 8M NaOH로 중화 흡수시키는 

장치로 다음과 같은 사양으로 제작 설치하 으며, NaOH을 순환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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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metering pump)가 연결되어 있고 유량조절 밸브가 부착되어 있다.

 

형 태   Packed column

크 기   6㎝(Ø) × 77㎝(H)

충전재   1/4" raschig ring(SUS 304)

            

         (라) 저장 탱크류 제작 및 설치

              제 2 공정에 연결된 탱크는 총 3개 탱크로, 용도와 크기는 다

음과 같으며, 각 탱크의 재질은 SUS 304로 제작하여 설치하 다.

 

Name Volume(mL)

T-201 Feed(raffinate of unit 1) solution storage tank 8,000

T-202 NaOH solution receiver 2,100

T-203 Denitrated solution storage tank 8,000

  그밖에 2개의 시료채취장치와 진공에 의해 작동되는 2조의 불순물 제거용 

여과기(F-201, F-202), 각 탱크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level transmitter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탱크와 탱크 간의 용액을 이송하기 위한 용액이송장

치(TS-201, TS-202)와 에어용 밸브인 air actuator(normal-close)가 시험적

으로 1개 설치되었으며 나머지는 on/off ball 밸브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air 

및 냉각수 line이 연결되어 있고 진공 line에는 buffer 탱크(2000mL)를 설치

하여 응축수를 회수하도록 했다.

       (3) 제 3 공정 장치 제작 및 설치

           제 3 공정에는 제 2공정에서 고액 분리된 침전 여과액을 대상으

로 NaOH에 의한 질산 농도 조정(0.1M 정도) 및 H2O2에 의해 Np을 환원 시

키기 위한 회분식 탱크(T-301, 4000mL)와 용액이송 장치(TS-301)가 SUS 

304로 제작. 설치되어 있으며, T-301 탱크의 상부에는 시료채취 장치 및 

level transmitter, air 및 진공 line, on/off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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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공정 장치 제작 및 설치

           제 4 공정은 Am, RE 및 Np를 상호분리 하는 공정으로 Am, RE 

및 Np의 공추출은 12단의 MX 1조(MX-401), Am 역추출은 12단의 MX 1조

(MX-402), RE의 역추출은 8단의 MX 1조(MX-403), Np의 역추출은 8단의 

MX 1조(MX-404)로 총 4조의 공압식 MX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정에서 사

용하는 공압식 MX의 사양은 제 1 공정에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제작되었으

며, 또한 air 맥동발생기에 의해서 작동되도록 설치하 다. 

  그리고 SUS 304의 재질로 제작된 총 7개의 탱크가 설치되었으며, 각 저장 

탱크에는 level transmitter, 시료채취기, 용액이송장치(TS-401, TS-402), air 

및 진공 line, on/off 밸브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 탱크들의 용도와 크기

는 다음과 같다. 

Name Volume(mL)

T-401 Redox feed tank 8,000

T-402 Recycle tank 2,060

T-403 Raffinate storage tank 8,000

T-404 Am product tank 8,000

T-405 RE product tank 3,000

T-406 Np product tank 8,000

T-407 Used DEPHA/NDD tank 8,000

     라. 공정제어판 제작 및 설치

         공정 운전 및 제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중앙 집중식 제어

판으로 전 공정이 한 panel 내에 설치되어 있다. 크기는 200㎝(H)x100㎝(L)

에, 폭은 각각 60㎝(상부), 100㎝(하부)로 강판을 사용해서 제작하 으며, 외

형 도색은 아이보리색으로 마무리하 다. 

       (1) Control board

           본 공정의 운전 또는 제어를 하는 스윗치들이 panel 하단에 설치

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M/C(magnetic switch)와 relay로 구성되어 있다.

       (2) Control display

           본 부분은 control board의 스윗치 조작에 의하여 on/off 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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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들의 동작상태를 확인하고, 시설에서 일어나는 공정 상태를 계측할 수 있

도록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각 탱크의 수위를 측정. 기록하는 기록계 

3조가 부착되어 있다. 이 기록계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모 델   Konics사, KR-100

형 태   6 point (3조), 1 point (1조)

Unit code   Volt, ℃

Input signal   0∼5V, 0∼150℃

기 능   Sensor 보정 기능,  unit 설정 기능,  digital memo 기능 등

   이외에도 제 2공정의 탈질 반응기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ensor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측정. 기록하는 기록계가 1조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R-201 

반응기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TIC(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되어 가변 스윗

치와 함께 한 조를 이루고 있으며 반응기에 부착되어 있는 sensor는 Pt 100

Ω thermocouple이다. 기타 전압계와 전류계가 부착되어 있으며 전 공정이 

공압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air 밸브와 각각의 air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air 

유량계가 장착되어 있고 중간 panel 내부에는 air를 단속하기 위한 각종 

solenoid 밸브들이 부착되어 있다.

       (3) Graphic board

           시설의 전공정을 schematic diagram으로 표시한 것으로 board의 

크기는 50㎝×100㎝로서 알루미늄 판(두께=5㎜)을 표면 센딩처리 한 후 공정

도를 컴퓨터 작업으로 음각 조각하고, 공정 및 장치 별로 6도 인쇄(흑, 적, 

연회색, 연보라, 핑크, 파랑색)하여 착색한 다음 표면을 코팅하여 상온에서 

열처리하여 제작되었다. Graphic board는 각각의 구동 부위에 표시 램프

(pilot lamp, DC 24V)를 장착하여 기존의 control box에서 동작 스윗치를 가

동시키면 M/C 및 relay가 작동함과 동시에 각각의 접점 신호와 연결하여 가

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하 다.

     마. 유틸리티 공급 배관 설치

         시료용액은 저장탱크에서 각종 펌프로 공정 내에 주입되고, air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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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은 각각의 unit(oil filter, regulator 등 함유)를 설치하여 공급하도록 하

으며, 냉각수는 본 연구시설 까지 인입된 물 line에 solenoid 밸브를 거쳐 

공급되도록 했다. 그리고 각 공정용액 저장 탱크류 및 MX에 주입되는 관은 

모두 SUS 304L 튜브로 연결시켰으며 이때 각 공정용액 저장탱크에 주입되

는 관은 1/4" 튜브를, MX에 주입되는 관은 1/8" 튜브를 사용하 다. 시료용

액 저장 탱크의 개폐 장치는 상기 규격과 같은 동일한 on/off ball 밸브를 각

각 사용하 다. 여기에 사용된 탱크의 용도와 크기는 다음과 같다. 

Name Volume(mL)

T-502 1M DEHPA/NDD storage tank 8,000

T-503 0.05M DTPA/1M lactic acid tank 8,000

T-505 0.1M HNO₃storage tank 2,100

T-507 6M HNO₃storage tank 3,000

T-508 HCOOH storage tank 1,000

T-510 8M NaOH storage tank 1,000

T-511 0.5M Oxalic acid storage tank 8,000

  한편 공정 후면에 3부분으로 나누어 설치된 유틸리티는 상부에는 level 

transmitter에 사용되는 control box가 설치되어 있고, 중간에는 용액이송 장

치의 control box가 부착되어 있으며, 아래쪽 하단에는 공정 탱크에서 배출

되는 용액의 저장 탱크들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 기타 유틸리티 공급배관

에 설치된 펌프들은 다음과 같다.  

Micro 

dose 

pump 

Air를 일정한 압력으로 발생시켜 용액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펌프로 

ZALIMP사(폴란드), 335B type로서 제 1공정의 mixer-settler와 제 4

공정의 mixer-settler의 주입용액 펌프로 사용된다.

Solvent 

delivery 

pump

Yong Lin 사(한국), model 930으로 2련 플랜져 맥류 보정 구동방식으

로 유량은 0.01∼20mL/min으로 조절할 수 있고 정량적으로 mixer- 

settler에 공급되는 유기용매, 세정 용액, 역추출 용액의 주입 펌프로 

사용된다.

Metering 

gear pump

Micro Pump 사(미국)의 제품으로 유량은 0∼200mL/min로 조절 가능

하고 공정 내의 각종 탱크와 반응기에 간헐적으로 용액을 공급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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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학 시험

     가. 각 단위공정 간 경계조건 결정 

       (1) 모의용액 제조

          모의 용액은 총 17개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원소의 stock 

용액은 기본농도의 10배 농도로 준비하여 초기 주입 모의용액(2M 질산)을 

제조하 다. 제조 시 특이점으로는 Mo, Zr, Ba을 제외한 각각의 원소들은 질

산에서의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상기 3 원소는 침전이 

되므로 주위를 요해야 한다. Mo의 경우 증류수에 열을 가하면서 용해시킨 

후 최종 산농도가 2M이 되도록 조정한 질산용액에 Mo 용해액(증류수)을 소

량씩 첨가하면서 교반시켜 제조한다. 반면에 Zr 및 Ba는 증류수에 열을 가

하면서 녹인 다음 냉각 시킨 후 최종 산농도가 2M이 되도록 조정된 질산용

액을 서서히 첨가하면서 교반시켜 제조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원소에 각 원

소의 stock 용액을 최종 산농도가 2M이 되도록 조정한 후 서서히 첨가하여 

교반 혼합시킨다. 모의용액은 1∼2일 방치시킨 후 미량 재침전된 침전물을 

여과하여 초기 주입 모의용액으로 사용한다. 이때 각 원소의 농도는 다음과 

같다. 

원소  기준 농도 모의용액 농도 사용된 시약형

Am 0.0012M Tracer RI 동위원소 (Am-241)

Np 0.0017M Tracer RI 동위원소 (Np-237)

Tc 0.015M Tracer RI 동위원소 (Tc-99)

U 0.0076M 0.0071M UO2(NO3)26H2O

Fe  0.0380M  0.0375M Fe(NO3)39H2O

Mo  0.0690M  0.0568M (NH4)6Mo7O244H2O

Sr  0.0165M  0.0164M Sr(NO3)2
Ba  0.0207M  0.0199M Ba(NO3)2
Cs  0.0371M  0.0475M CsNO3
Zr  0.0690M  0.0483M ZrO(NO3)2
Pd  0.0180M  0.0147M Pd(NO3)2
Nd  0.0430M  0.0458M Nd(NO3)36H2O

Ce  0.0330M  0.0329M Ce(NO3)36H2O

La  0.0147M  0.0147M La(NO3)36H2O

Eu  0.0019M  0.0020M Eu(NO3)35H2O

Y  0.0084M  0.0085M Y(NO3)34H2O

Re  0.0150M  0.0122M Re2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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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유기용매는 n-dodecane(NDD)에 30% TBP 및 1M DEHPA를 혼합한 

후 각각 2M 질산과 0.1M 질산에 충분히 접촉시켜 사용하 다. 

       (2) 제 1공정(잔존우라늄 제거) 운전 

         (가) 운전

          ① 제조한 모의용액을 T-101 탱크에서 TS-100(용액이송 장치)을 

작동하여 여과기(10㎛)가 장착된 F-101에 주입시켜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때 

진공(700mmHg)를 발생시키는 VP-1(vacuum pump)을 작동시킨다.

          ② 여과된 여액은 T-102 용액주입 탱크로 이송되며 P-101 펌프

에 의해서 MX-101로 공급된다. 이때 용액의 농도 및 산도는 S-101(시료 채

취기)로 채취되어 분석되고 용액의 부피는 LS-102(level switch)의 level 

transmitter에 의해서 기록계에 기록된다.

          ③ MX-101 및 MX-102에 공급되는 용액의 O/A비에 따라 유량

을 조정한다. 이때 공급되는 용액들은 P-101(주입 모의용액, 2M 질산), 

P-501(추출제, 30% TBP), P-506(세정제, 2M 질산), P-504(역추출제, 0.01M 

질산)의 펌프로 공급된다. 그리고 본 실험에 앞서 buffer 용액(2M 질산)으로 

정상상태에 도달시킨 후 모의 용액을 주입하 으며 공정의 정상상태를 관찰

하기 위해 10, 30, 60, 90, 120분, 이후 1시간 단위로 시료채취를 하여 원소들

의 농도를 분석한다. 본 mixer-settler의 특성상 각 단의 유기상과 수용상의 

시료채취는 수행하지 않았다.

          ④ 조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용액들은 T-104(추잔상 용액), T-105 

(U 회수 용액), T-106(폐 TBP 용액)의 저장 탱크들로 보내지고 동시에 수

위가 측정된다. T-104의 추잔상 용액은 다음 제 2공정 운전을 위해 사용된

다. 이때  모든 공정에 설치되어 있는 각각의 탱크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하

여 level 스윗치와 기록계를 작동시킨다.

         (나) 결과

          ① 기준

             제 1 공정의 당초 설계는 잔존 U만을 추출하여 역추출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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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하 으나, 방사성 물질의 확산방지(Np이 제 1공정과 제 4공정에 분

배되어 존재함)와 공정 단순화 차원(공추출에서 Tc을 함께 제거)에서 공정개

선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활용하여 즉, 산화 공추출로 변경하여 수행하

다. 이의 기준은 공추출에서는 잔존 U, Np, Tc만 추출(99%) 되고, 기타 원

소는 가능한 한 추출이 되지 말아야 하며, 역추출에서는 추출된 U, Np, Tc

이 모두 역추출(99%) 되는 것으로 설정하 다. 

          ② 잔존 U 공추출

             잔존 U 제거 차원에서는 O/A=2 까지는 별문제가 없었으며, 

Tc의 경우 추출율을 증진해야 하며, 이의 해결 방안으로는 TBP 혼합추출제

의 개발이나 새로운 추출제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Np을 산화하여 U과 함께 공추출 시키기 위하여 첨가한 산화제(1g/L 

NH4VO3)는 다른 원소에는 향을 거의 미치지 않고 Np만을 산화하여 공추

출시킴을 알 수 있고, 이 경우 추출 고도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공추출제 : 30% TBP/NDD, Scrubbing 용액 : 2M 질산 

 추출단수 : 10단, Scrubbing 단수 : 4단  운전시간 : 8시간 

(단위: %)

추출

O/A 

비

Zr Mo Fe Pd Re U Y La Ce Nd Eu Cs Sr Ba Am Np Tc

0.5 < 2 < 2 < 2 5.9 16.9 94.5 < 2 < 2 < 2 < 2 6.3 < 2 < 2 < 2 < 2 92.8 55.3

1.0 < 2 < 2 < 2 16.0 26.8 96.8 < 2 < 2 < 2 < 2 9.5 < 2 < 2 < 2 < 2 95.7 68.7

2.0 7.8 6.5 3.8 23.6 41.0 99.2 7.1 6.8 6.5 6.8 11.5 < 2 4.0 3.8 4.2 98.6 79.7

             

         ③ 역추출 

            공추출된 잔존 U, Np, Tc을 99% 이상 일괄처리 할 수 있었으

며, 수용상 폐기물의 감소차원에서 O/A=2가 최적 조건이라고 판단된다. 부

수적으로 소멸처리 관점에서 보면 산화 공추출된 U, Np, Tc은 공역추출 시

키지 못하고 각각 개별 순차분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학적 관점에서

의 공정시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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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추출제 : 0.01M HNO3,   역추출 O/A 비 : 2.0

 역추출단수 : 8단,   운전시간 : 8시간, 

  (단위: %)

추출

O/A 

비

Zr Mo Fe Pd Re U Y La Ce Nd Eu Cs Sr Ba Am Np Tc

0.5 >99 >99 >99 >99 7.1  99 >99 >99 >99 >99 63.5 >99 >99 >99 >99 >99 98.5

1.0 >99 >99 >99 81.6 76.6 >99 >99 >99 >99 >99 91.0 >99 >99 >99 >99 >99 >99

2.0 91.6 98.5 >99 82.6 84.1 >99 97.5 98.4 97.7 95.6 93.7 96.4 >99 >99 >99 >99 >99

  

       (2) 제 2공정(산도 저감화 및 Zr, Mo 공침제거) 운전 

         (가) 운전

          ① 제 1 공정에서 얻어진 추잔상(T-104, 질산농도 2.1M)에 미량 

존재하는 유기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TS-201을 작동시켜 F-201 여과기로 이

송하여 여액은 T-201 탱크로 보내지며 S-201의 시료채취기로 용액을 채취

하여 각 원소의 농도를 분석한다. 

          ② 탈질 반응기에 약 250mL 가량의 여액을 T-201 탱크에서 

R-201 탈질 반응기로 흘러보낸다. 이때는 T-201 탱크에 부착되어 있는 air 

actuator를 작동시키면서 탱크에 가압을 시킨다. R-201 반응기 내 용액의 부

피는 LS-202 수위 계측기에 의해서 측정된다. 

          ③ 탈질 온도를 90℃로 유지하기 위해 control panel의 스윗치와 

온도 기록계를 작동시킨다. 그리고 응축기에 냉각수를 흘러보내고 흡수탑에 

NaOH 용액 펌프와 진공 펌프를 작동시켜 NOx 개스를 흡수 제거시킨다. 

          ④ 탈질 반응기에 실험하고자 하는 HCOOH/HNO3 비에 맞추어 

HCOOH 용액을 투입한 후 용액의 혼합을 위하여 agitating air(0.2m
3/min)를 

흘러 보낸다. 반응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기의 온도를 처음에는 

65℃로 가열(30분 소요)하여 유지시키면 발열반응에 의거 일시에 90∼92℃가 

된다. 이때 TIC의 온도 측정 및 제어기로 90℃로 고정시키고 2.5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⑤ 반응이 완료된 용액은 TS-202를 작동시켜 여과기(10㎛)가 장

착된 F-202로 보낸다. 이때 진공 펌프를 작동시키며 용액의 침전물을 여과

하면서 여액은 T-203 탱크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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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결과

          ① 기준

             제 2공정의 기준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산도 

저감화 차원에서 탈질 후 용액의 자유 산도가 0.3M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용매추출 전반에 걸쳐 문제 핵종으로 작용하는 Zr, Mo의 공침 

제거로 Zr의 경우 99% 이상, Mo의 경우 95% 이상 제거되어야 한다. 이 때 

MA(/RE)는 공침되지 말아야 한다.

          ② 산도 저감화 및 Zr, Mo 공침 제거 

             [HCOOH]/[HNO3]의 몰비가 1.5인 경우 탈질후 용액의 자유산

도가 0.23M 이고 이 때 Zr과 Mo의 제거율이 각각 99.8%, 92.3%이며 RE의 

공침전율이 4∼7%로 최적조건인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점으로는 탈질 용액 

내 유기물질이 잔존할 시 폭발 위험성이 있음으로 선행 단계에서 부유 유기

물질의 완전 제거가 필요하며, 또한 Zr, Mo 공침물의 여과성 향상이 필요하

다. 해결 방안으로는 단위공정 조합 시 탈질를 첫 공정으로 조합 순서를 변

경하거나, 가열 장치의 개량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공침전율 : 반응온도 90℃, 반응시간 2.5시간,      

(단위: %) 

[HCOOH]/

[HNO3] 비
Zr Mo Fe Pd Re U Y La Ce Nd Eu Cs Sr Ba Am Np Tc

1.5 99.8 92.3 11.7 8.1 7.4 - 4.9 6.4 6.4 6.8 6.4 7.2 7.7 9.0 - - -

1.75 99.9 96.1 25.9 9.3 7.4 - 11.4 9.1 9.2 10.5 11.0 14.5 8.9 11.2 - - -

2.0 99.9 99.7 62.8 96.5 8.3 - 10.7 7.7 8.6 10.1 10.0 21.8 8.3 9.9 - - -

            

       (3) 제 3공정(산도 조정) 운전 

           제 3공정은 회분식 반응기 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은 제 4

공정에 사용되는 주입 용액의 산 농도인 0.1M 까지 산 농도를 조절하는 것

이다. 제 2공정에서 얻어진 용액의 산 농도가 0.23M이므로 8M NaOH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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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M의 자유산도까지 조절한다. 

  운전은 ① 탈질여액(T-203)을 TS-301을 작동시켜 T-301 탱크로 보낸다, 

② T-301 탱크 내 용액은 agitating air(SV-08)로 균일하게 혼합시키며 

LS-301을 작동시켜 용액의 양을 확인한 후 S-301 시료채취기로 시료를 채

취하여 산도를 측정한다, ③ 산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8M-NaOH 용액을 

P-510B 펌프로 적정량 투입한 후 S-301 시료채취기로 다시 시료를 채취하

여 산 농도를 재 측정한다. 여기서 H2O2에 의한 Np의 환원은 제 1공정에서 

Np을 산화하여 공추출한 관계로 본 단계에서는 수행하지 않았다.

       (4) 제 4공정(Am/RE 상호분리) 운전

         (가) 운전  

          ① 산도(0.1M HNO3)를 조절한 T-301 탱크 내의 용액은 TS-401

을 작동시켜 T-401 탱크로 이송한다. 이송된 용액은 P-401 펌프에 의해서 

MX-401의 주입 용액으로 공급된다. 

          ② MX-401에 공급되는 용액들은 P-401(주입용액), P-502A(추출

제, 1M DEHPA), P-505(세정제, 0.1M 질산)의 펌프에 의해, MX-402에 공급

되는 용액은 P-502B(추출제, 1M DEHPA), P-503(Am 역추출제, DTPA/ 

lactic acid(pH=3.4))의 펌프에 의해, MX-403에 주입되는 용액은 P-507A 

(RE 역추출제, 6M 질산)의 펌프에 의해 공급한다. 또한 각 MX에서 나오는 

수용상/유기상 용액들은 T-403(추잔상), T-404(MA 수용상), T-405(RE 수

용상), T-407(폐 DEHPA)의 탱크로 보내지고 level transmitter에 의해서 수

위가 기록계에 의해 측정된다.

          ③ 시료는 3개의 수용상(추잔상, MA 수용상, RE 수용상)을 30분, 

그리고 매 1시간 단위로 채취하여 분석한다.

         (나) 결과 

          ① 기준

             제 4 공정의 기준은 Am/RE의 공추출에서는 Am, RE가 99% 

이상이 공추출되어야 하며, Am의 선택적 역추출에서는 Am 이외의 원소가 

가능한 한 역추출(5% 미만) 되지 말아야 하고 RE의 역추출에서는 RE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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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모두 역추출(99%) 되어야 한다. 

          ② Am/RE 공추출

             금속이온의 총 농도와 Zr, Mo가 제 3상 형성에 지대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O/A 비의 변화는 제 3상에 기인하여 수행하지 못했다. 그리

고 Zr, Mo, Fe 등의 공추출율이 높으므로 선 제거가 요망된다. Zr의 경우 탈

질 과정에서 각각 99.8%,  제거되어 존재 량 측면에서 미미하여 별문제가 없

을 것으로 판단되나 Mo의 경우 92.3%가 제거되고 나머지는 공존하므로 이 

핵종이 축적될 시는 조업에 악 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취급용액의 산도 증진 및 Mo의 선 제거 등이 있다. 

 공추출제 : 1M DEHPA/NDD,  추출단수 : 10단,  Scrubbing 단수 : 4단,  

 운전시간 : 12시간                                                  

(단위%)

O/A 

비
Zr Mo Fe Pd Re U Y La Ce Nd Eu Cs Sr Ba Am Np Tc

1.0 98.0 91.7 66.4 < 2 < 2 - 99 99 99.4 99.2 99 < 2 < 2 < 2 99.2 - -

          

          ③ Am의 선택적 역추출 

             Mo의 역추출 거동이 Am과 유사하므로 Mo의 선제거가 필요

하다. 이는 탈질 과정을 생략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RE 원소 중에서 

Eu를 제외하고는 별 문제 없으나, Eu의 일부분은 Am과 같이 역추출되고 있

다. 역추출의 조건으로는 0.05M (NH4)5DTPA/1M lactic acid, pH=3.2가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Am 역추출제 : 0.05M DTPA/1.0M Lactic acid(pH=3.4), 역추출단수 : 9단, 

 Scrubbing 단수 : 5단,  운전시간 : 2시간                             

(단위%)

O/A

비
Zr Mo Fe Pd Re U Y La Ce Nd Eu Cs Sr Ba Am Np Tc

1.0 5.1 99.1 < 1 < 2 < 2 - < 1 < 1 < 1 < 1 3.5 < 1 < 1 < 1 9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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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RE의 선택적 역추출  

             RE의 선택적 역추출은 별문제가 없으며, 조건으로는 6M 

HNO3가 적당하 다. 

 RE 역추출제 : 6M HNO3,  역추출단수 : 8단,  Scrubbing단수 : 4단,  

 운전시간 : 12시간                                                  

(단위%)

O/A

비
Zr Mo Fe Pd Re U Y La Ce Nd Eu Cs Sr Ba Am Np Tc

3.0 < 2 < 1 < 2 < 1 8.1 - 99 98.5 99.2 99.3 98.5 < 1 < 1 < 1 < 1 - -

     나. 기기 장치 성능 시험 및 유체이동 시험     

       (1) 용매추출 장치

           용매추출 장치는 공압식 MX로서 잔존 U 제거 공정은 추출부(10

단)와 역추출부(8단) 각 1조씩 그리고 Am/RE 상호분리 공정은 추출부(14

단)1조와 역추출부(14단, 8단) 각 1조씩 총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의 

부피는 26mL(혼합조: 13mL, 정치조: 13mL)이고, air pulse generator를 이용

해서 작동된다. 실험에 앞서 MX는 각 단에서의 유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해서 buffer 용액(잔존 U 제거: 2M 질산, Am/RE 상호분리: 0.1M 질

산)으로 장시간 (1주일)동안 작동시켜 mixing 주기(45 cycle/min)를 결정하

다.

       (2) 탈질 반응기/저장용기 수위 계측기

           용액 저장탱크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탱크 상부에 level 

transmitter가 부착되어 있고 여기서 출력되는 voltage는 6-channel 기록계에 

연결되어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수위는 각각의 탱크 별로 보정하여 보정곡선

를 작성하 다. 여기서 유기용액 저장조는 유기용액으로, 수용액 저장조는 

수용액으로 보정하 다. 

 

       (3) 용액 공급 펌프

         (가) Micro metering pump : 유틸리티 용액을 연속적으로 공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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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펌프로 미세한 micro meter가 부착되어 있어 유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유량은 분당 10∼20mL 범위에서 사용하 다. 

         (나) Micro dose pump : 일정한 air량과 압력을 유지하면서 주로 

산도가 있는 용액을 공급하는 air 발생장치로서 미세한 micro meter가 부착

되어 있어 모의 용액공급에 사용하 다.

         (다) Micro gear pump : 높은 토출압을 갖고 있는 펌프로서 간헐

적으로 용액을 보충해주는 데 사용하 다.

       (4) 용액이송 장치 

           탱크간의 용액을 이송시키는데 사용하는 장치로서 air를 사용하

기 때문에 구동부분이 없고 주기적으로 일정량의 용액을 공급한다. 이 공정

에 설치된 장치는 1 cycle 당 이송량은 600mL로, 분당 2 cycle이 작동되도록 

고정하여 사용하 다.

       (5) 시료채취 장치 

           각각의 탱크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진공 펌프을 이용해서 원하

는 량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진공량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밸브에 의

해 10∼30mL의 용액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고정하여 사용하 다.

       (6) 여과 장치 

           카트리지형으로 여과매질를 넣고 진공을 이용해서 수용상/유기상

의 부유물질과 탈질 침전물을 제거하는 장치로 용이하게 장.탈착할 수 있다.

       (7) Control panel 작동 

           상부에는 운전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graphic board에 

pilot lamp가 작동되고 중앙에는 air용 밸브, 유량계, 기록계가 설치되어 있고 

하부에는 각종 스윗치가 부착되어 있다. Air용 유량계는 조절 밸브가 있어 

원하는 유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6-channel 용량의 3개의 기록계는 level용

으로, 1개의 기록계는 온도용으로 설치하여 온도를 보정을 하 으며 시설의 

장치를 작동하는 스윗치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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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명 기능 스윗치명 기능

1  P-501  T-501 → MX-101 16  P-511  T-511 → MX-404

2  P-506  T-506 → MX-101 17  P-102  T-102 → MX-101

3  P-504  T-504 → MX-102 18  PG  air pulse generator

4  VP1  진공펌프(1): sampler용 19  SV-01  AV-01→ F-02 →T-201

5  P-508  T-508 → R-201 20  SV-02  AV-02 → Act.Valve

6  P-510A.B  T-501 → T-202,301 21  SV-03  AV-03 → TS-100

7  VP2  진공펌프(2): 배기체흡입 22  SV-04  AV-04 → TS-101

8  P-203  T-202 → C-201 23  SV-05  AV-05 → TS-102

9  P-509  T-509 → T-301 24  SV-06  AV-06 → TS-201

10  P502A  T-502 → MX-401 25  SV-07  AV-07 → TS-202

11  P-502B  T-502 → MX-402 26  SV-08  AV-08 → TS-301

12  P-505  T-505 → MX-401 27  SV-09  AV-09 → TS-401

13  P-503  T-503 → MX-402 28  CWSV  Water → E-201

14  P-507B  T-507 → T-103 29  PGSV1
 AV-10 →Valve-1 

 (제 1 공정용)

15  P-507A  T-507 → MX-403 30  PGSV2
 AV-11 →Valve-2 

 (제 4 공정용)

     다) 장수명핵종군 분리 공정 흐름도 도출 

       (1) 기존 공정 흐름도

          기존의 공정 흐름도 개념은 각국의 기술 수준 및 분리 대상 핵종

(Np, Am(/Cm), Tc, I 등)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나, 본 1단계 연구에서는 

다음의 공정 흐름도로 연구를 수행하 다. 

  U이 핵분열성 물질로서 핵변환 시 다른 장수명핵종을 재생산해 내므로 반

드시 선 제거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제거하는 단계(처리 대상인 HLW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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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 단계를 생략할 수도 있음)와 산성 추출제에 의한 Am/RE의 상호분

리 시 요구되는 취급용액의 산도까지 떨어뜨리고 이 때 추출공정 전반에 걸

쳐 문제 핵종으로 작용하는 Zr, Mo, Fe 등을 공침 제거하는 단계, 그리고 

Am, RE, Np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단계, 마지막으로는 Am, RE, Np 분리 

시 추잔상에 존재하는 Tc과 고방열성 핵종인 Cs, Sr, Ba 등을 제거하는 단

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마지막 단계는 수행하지 않았다. 

  상기 공정 흐름에 대한 공학시험용 군분리 공정의 운전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잔존 U의 제거공정 :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개미산 탈질

       ① 유기부유 물질 함유 시 격렬한 반응 동반 ⇒ 탈질 순서 변경 

       ② 산도 0.3M 이하로의 감소 불가능 ⇒ Am, RE 공침전 유발

       ③ 반응 시간 2.5 hr 소요 ⇒ 반응속도 향상 필요

       ④ 탈질 침전물의 여과성 극복 방안: 

          ㉮ 시스템 변경(반회분식 등)

          ㉯ 가열 방법 변경 ⇒ 전해탈질 적용

    - Am, RE, Np의 선택적 분리 :

       ① 취급용액의 산도 조정 과정이 필요 ⇒ 신추출제 개발 및 기존 

          추출제의 혼합화 등으로 취급용액의 산도 증진

       ② Am의 분리 시 Mo의 전부와 미량의 RE가 공역추출 됨

          (Am 기준 몰비로 1:2 정도) 

       ③ RE의 분리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④ 잔존 U 제거 공정 채택 시 Np이 전 공정 내 분산되어 존재 ⇒

          잔존 U, Tc, Np의 산화 공추출 및 순차분리 수행 

    - Tc 분리 

       ① 흡착법으로는 Tc 회수율 증진이 곤란함 ⇒ 잔존 U, Tc, Np의 

          산화 공추출 및 순차분리 수행

       ② Tc의 추출 증진 방안 : 

          ㉮ 추출제 변경(신추출제 개발) 및 기존 TBP 추출제 혼합화

          ㉯ 추출산도 조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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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적공정 흐름도

          공학시험용 군분리 공정의 운전결과와 단위공정 개선 연구를 통

하여 얻어진 결과로부터 도출한 최적의 군분리 공정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특징으로는 개미산 탈질시 유기부유 물질 함유 시 격렬한 반응이 동반되

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탈질 과정을 첫 단계에서 수행하며, 

또한 전해탈질로 가열 방법을 변경하여 반응 속도의 향상과 탈질 침전물의 

여과성 증진을 도모하 다. 다음으로는 2차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및 

방사성 물질 확산 방지 차원(통상 Tc, Np은 전 공정에 분산되어 존재하고 

있음)에서 U과 함께 Np을 산화 공분리하여 순차분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하

여 Tc 분리를 위한 제 3의 공정(무기 활성탄 등에 의한 Tc의 흡착/용리 등)

을 생략하는 공정 단순화를 시도하 다. 또한 Am/RE의 상호분리 시 금속함

유추출제 적용으로 취급용액의 산도를 약 1M 까지 취급 가능케 하 다는 

점이다.

 그러나 상기 공정 흐름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잔존 U/Np/Tc의 산

화 공분리 및 순차분리 공정에서 Tc의 추출 증진을 위한 공정재료(새로운 

재료 또는 기존 재료의 혼합화 등)의 개발 및 이의 방사선 향에 대한 고찰

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금속함유 추출제에 의한 Am/RE 상호분리 시 방

사선 분위기 하에서도 추출제 내 함침된 금속이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에 의해 분해되는 지를 그리고 이 경우 분리도에는 어

떤 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의 전반적인 방사성 시험 평가가 요구된다. 세 

번째로는 HLW의 단기 위해도에 지대한 향을 끼치고 있는 Cs, Sr 등의 고

방열성 핵종 제거를 통하여 HLW의 감용을 시도해야하며, 마지막으로는 질

산염의 수용액 상태로 얻어지는 최종 산물을 소멸처리 핵연료로 제조하기 

위해서나 안전하게 취급 저장하기 위해서는 안정한 화합물 형태인 산화물로

의 전환 기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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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잔존 U/Np/Tc의 공분리 및 순차분리 

    1.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U/Np/Tc 공추출 및 순차 역추출

   

     가. 서 언

      HLW에는 미량의 U(<2g/L)이 존재하게 되는데 U은 소멸처리 과

정에서 독성으로 작용하여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1,2]. U은 질산 용액 중에

서 6가인 우라닐(UO2
+2) 형태의 이온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는 추출제인 TBP

에 의해 제거 될 수 있다. 장수명 핵종 중에서 Np은 방사성 독성이 크고 다

른 핵종인 Am, Cm 보다 지하에서의 핵종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ALI 개념

이 도입된 ICRP 30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제거 되야 할 핵종으로 권고되고 

있다.[3] 또한 Np은 Am, Cm과 화학적 거동이 상이하여 이를 함께 분리하기 

어려워 이들로부터 따로 분리해야 하는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 Np은 질산용

액에서 Np(VI), Np(V), Np(IV)의 여러 산화상태로 공존하게 되는데 이들은 

TBP에 대하여 상이한 추출능을 즉, Np(VI)>Np(IV)>>Np(V)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TBP로 Np을 추출 또는 역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산화

가 조정이 필요하다. 

  프랑스 CEA 연구결과에서는 Np 용액 중에는 Np(Ⅴ), Np(Ⅵ) 만이 존재한

다고 하 고, 미국 ORNL 시설의 용액에서는 Np(Ⅳ): Np(Ⅴ): Np(Ⅵ)이 10: 

80: 10의 비율로 존재한다고 하고, 국의 Windscale 시설 용액에서는 거의 

Np(Ⅳ)로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4-6] 이렇듯 Np의 산화가 상태가 HLW 

발생 공장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용액 중의 아질산과 질산의 상태에 따라 

Np의 산화가 상태가 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질산과 아질산 농도 

변화에 따른 Np의 상태가 변화에 관한 문헌은 매우 적은 편이고 이에 관한 

전기 화학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HLW은 주로 

질산 분위기로 질산 중의 특정 대상 금속이온의 전해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

기 위해서는 먼저 질산의 산화/환원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질산의 

전기화학적 산화/환원 반응은 대단히 복잡하고 현재까지 고농도 (3M 이상)

역에서는 거의 전해 반응에 관한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Tc은 질산용액에서 7가 상태인 TcO4
-
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다른 양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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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과 추출거동이 달라 보통 흡착/용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리를 한다. 

따라서 Tc을 U, Np과 함께 TBP에 의해 분리를 할 수 있다면 군분리공정을 

크게 단순화 할 수 있고, U, Np, Tc 추출 후속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일단 U, Np, Tc를 공추출하여 HLW로부터 제거한 후 소

멸처리 대상 장수명 핵종인 Np, Tc을 U으로 부터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GC 섬유 다발체 전극을 이용한 질산농도 0.5∼5.5M 범위에

서 질산의 산화/환원 거동과 이때 동반되어 발생하는 아질산의 거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고, 이후 질산농도에 따른 Np의 산화/환원 거동과 Np의 전

기화학적 산화가 조정을 통한 TBP에 의한 Np의 추출능을 증진시키는 연구

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질산 용액으로부터 U/Np/Tc를 

TBP로 공추출 시킨 후 이들의 순차 분리 가능성을 찾기 위하여 용액의 화

학적 상태, 각 이온의 산화상태에 따른 U, Np, Tc의 TBP에 대한 추출 및 

역추출의 거동 변화와 유기상과 수용상의 상비 변화에 따른 각 원소의 분리

율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나. 실 험 

       (1)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은 G.R.급으로 특별한 전처리 없이 

사용하 으며, Np, Tc은 국의 AEA Technology로 2M 질산에 용해되어 

있는 Np-237(total alpha percent : 99.82%)과 Tc-99를 사용하 으며, U은 

Aldrich 사의 UO2(NO3)26H2O을 구입하여 전처리 없이 사용하 다. 

       (2) 고 집 GC 섬유 다발체 전해장치와 연속식 전해 추출/역추출 

U, Tc, Np의 산화가는 화학 산화제 또는 환원제에 의해 조절 될 

수 있으나 이는 대상계에 2차 폐기물의 증가를 가져오고 공정 중에 장치 부

식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전해적인 방법에 의한 대상 

핵종의 산화가 조절을 통한 분리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은 화학제에 의한 산

화가 조절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연속적으로 대상 핵종의 산화가를 조절하여 

유기 추출제에 대한 추출능을 변화시켜 분리효율을 증진 시킬 수 있다. 이러

한 전해 용매추출(또는 전해 역추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일 

공간 내에서 큰 액-액 접촉면적을 크게 발생시키면서, 빠른 전해 반응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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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게 할 수 있는 큰 전극면적을 갖는 전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

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해계로서는 고 집 GC 섬유(glassy carbon fiber) 

다발체 전극 전해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고 집 GC fiber 자체는 전극의 목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각 상이 집된 섬유체 가닥사이로 모세관 현상에 의해 극히 얇은 

박막으로 펴지며 흐르게 하여 대단히 큰 액-액 접촉 면적을 발생시키는 지

지체 역할을 한다.[6-13] 따라서 질산의 산화/환원 거동 연구도 고 집 GC 

섬유 다발체 전극 전해계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Fig. 2.1-1에는 질산의 산화/환원 거동을 보기 위한 두개의 고 집 GC 섬

유 다발체 전극 전해 장치가 나타나 있다. 작용전극으로 사용되는 GC fiber 

다발체는 분리막으로 사용되는 길이 7.0cm  내경 8.8mm 다공성 튜브 내에 

허용될 수 있는 충분한 GC fiber 가닥 수로 채워 만들었으며, 여기에 직경 

3mm GC 봉(rod)을 삽입하여 전류 공급 터미날과 연결되도록 하 다. 다공

성 튜브의 외부는 대응전극으로 사용되는 백금선으로 충분히 둘러 쌓여져 

있고, 기준전극으로 사용되는 Ag/AgCl(Silver/Silver Chloride Electrode : 

SSE) 전극이 가깝게 위치하게 하 다. GC 섬유 다발체 내로 주입되는 수용

액상의 유속은 전해반응 및 산화/환원 한계전류 등에 큰 향을 미치므로 정

량 미량 급액 펌프와 유량계에 의해 정 하게 제어되었다. 

  본 연구와 같이 전극면적이 큰 전해계에 용액이 흐르는 전해장치에서 측

정되는 전류, 유속 및 농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7] 

     

                   I = nFf (Cin - Cout)                           (1)

  여기서, I는 참조전극과 수은 모세관 다발체 사이에서 측정된 전류

(ampere)이고, n은 산화/환원 반응에 관련된 전자수, F는 파라데이 상수 

(96,500 coulombs), f는 유량(liter/sec), Cin는 계에 주입되는 이온 농도

(mole/liter), Cout는 계를 빠져 나오는 이온 농도(mole/liter) 이다. 

  한계전류 상태에서 계에 흐르는 용액이 충분한 체류시간을 갖고 흐르면 

용액 내의 이온이 전부 환원되어 식(1)에서 출구의 농도 항, Cout은 제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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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Schematic diagram of the electrolytic system with two glassy 

           carbon fiber column electrodes. 

           1. Nitric acid reservoir         2. Solvent delivery pump

           3. SSE reference electrode     4. GC fiber column electrode

           5. Pt counter electrode         6. Product reservoir   

           7. Computer-controlled multi-channel potentiostat

           8. Three-way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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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산화/환원 실험을 수행하기 앞서 GC 섬유 다발체 전해장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5x10
-3
M UO2

2+ 용액을 0.7 mL/min의 유속으로 장

치 내에 주입하여 연속적으로 U(IV)로 환원하면서 측정된 전류 값이 Fig. 

2.1-2에 나타나 있다. 우라닐 이온의 U(IV) 환원 반응은 2 전자 반응으로 식

(2)으로 표현된다. 출구 농도를 제로로하는 식(1)를 사용할 때 예상되는 우라

늄 환원 전류는 약 11.2mA로 Fig. 2.1-2의 background 전류를 뺀 순수한 우

라늄 환원전류 값과 매우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 

사용된 고 집  GC 섬유 다발체 전극 전해장치는 연속적으로 용액 내의 금

속이온의 산화가 상태를 효과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o = +0.33 V (SHE)     (2)

  Np의 경우 산화가가 조정된 후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 또는 환원이 될 수 

있어 추출과 산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전해 추출/역추출을 하 다. 이를 수행

하기 위하여 고 집 GC 섬유 다발체 전극 전해계를 사용하 다. 전해 용매

추출 시 수용상의 유속은 0.5 mL/min으로 고정하 고 상비(유기상 유속/수

용상 유속)는 0.5∼4로 변화 시켰다.

       (3) 회분식 추출 실험 및 역추출 실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유기상은 사용되기 전에 2M 질산과 접촉

시켜 추출 실험의 질산농도 변화에 따른 분배계수 값의 변화를 최소화 시켰

다. 액-액 접촉 방법은 25±0.5℃에서 10분간 격렬히 접촉시키는 회분식과, 

고 집 GC 섬유 다발체 전극 전해계에 유기상과 수용상을 동시에 주입하여 

액-액 접촉하거나 전해 역추출을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다. TBP 유기상으

로부터 각 대상 핵종의 추출 및 역추출 조건을 찾기 위하여 여러 조건에서 

각 핵종의 분배계수의 변화를 보는 실험을 수행하 다. 

  회분식 추출 실험은 대상 원소가 들어 있는 수용액을 30 vol.% TBP/ 

n-dodecane(이후 30% TBP로 기술)의 유기 추출제와 약 25±0.5℃에서 10분

간 격렬히 접촉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으며 분배계수 측정을 위해서는 상비

(O/A : 유기상 부피/수용상 부피) 1을 사용하 고, 추출 및 역추출율 변화를 

보기 위하여 상비(O/A 또는 A/O)를 0.5∼4까지 변화시켰다. 

O2H U4H2eUO 2
4-2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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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Voltammogram of reduction of U(VI) to U(IV) in 2M nitric

           acid at cell 1.

           Scan rate : 0.5 mV/sec,  Flow rate : 0.7 mL/min

           Feeding U(VI) concentration : 5.0 x10
-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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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추출을 위해 Np의 경우는 TBP에 대한 분배계수가 매우 낮은 Np(V)로 

산화가를 조정하여 수행하 으며, U의 경우는 U(VI)에 비하여 TBP에 분배

계수가 낮은 U(IV)로 환원하거나 역추출 용액인 0.01N 질산이나 Na2CO3 용

액과 접촉시켰으며, Tc는 5M의 질산 용액과 접촉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다.

       (4) 공추출 및 순차 분리 실험

U, Np, Tc을 공추출 시킨 후 이를 순차 분리하기 위한 공정을 

설정한 후 각 핵종을 공정의 모든 단계와 같은 조건으로 거치게 하여 각 단

계에서의 핵종 거동 및 분리/회수율을 측정하 다. 

  초기 stock 용액의 제조를 위해 사용된 핵종의 농도는 Table 2.1-1과 같고 

이때 RE 대표원소로 5g/L의 Nd를 함께 넣었으며, 초기 stock 용액의 질산 

농도를 2M로 하 다. [14-16]

 Table 2.1-1 Concentrations of elements in initial stock solution

Element Concentration (M)

HNO3  2.0     

U 8.4x10
-3 

Np  1.0x10-3

Tc 1.0x10
-4  

Nd  3.4x10
-2     

        

       (5) 분석

유기상과 수용상의 Np 농도는 HP-Ge검출기를 갖는 γ-spectro 

meter(Oxford Inc., Model 5000 radiation analyzer)로 측정하 으며, Tc는 

LSC(Liquid scintillation analyzer, Packed, Model: 2500TR/AB)를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U과 Nd의 분석을 위해서는 ICP(Inductive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Model:Jobinyvon JY 38 Plus)를  사용하 다. 용액의 산

도는 자동 산도 측정기(Kyoto Electronics, Model AT-400)를 통해 측정하

으며, 질산의 전해 반응 후 생성된 아질산은 비색분석에 의해 547nm에서 

UV-spectrophotometer (Shimadzu, Model UV-160A)에 의해 분석하 다. 여

기서 아질산은 sulfanilic acid와 반응하여 diazonium 염을 형성하여 α- 

naphtylamine과 붉은색의 착물을 형성한다. 표준 용액은 sodium nitrite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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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만들었다. 그리고 Np의 흡광도 spectrum은 350∼1,300nm 역에서 

UV-IR spectrophotometer (Varian, Model Cary 5E UV-VIS-NIR)로 측정 

되었다. 

     다. 결과 및 고찰

       (1) 질산의 전해 산화/환원 거동 

Fig. 2.1-3에는 Cell 1에 여러 농도의 질산이 주입되고 있는 상태

에서 산화전위 방향으로 전위를 주사 시 측정된 voltammogram이 나타나 있

다. 질산 농도 2M 이하에서는 약 +1.05V 부터 발생되는 산소 발생 전류 이

외에는 +0.7V∼+1.25V 주사 역에서 어떠한 전류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

나 2.5M 이상부터는 질산농도에 따라 0.7V 부근에서 상당히 큰 환원전류 피

크와 이후에 작은 산화피크가 관찰된다. 

  Fig. 2.1-4에서는 Cell 1에 +1.02V의 일정전위가 공급되는 상태에서, Cell 2

에 환원 전위 방향으로 전위가 주사 될 때의 voltammogram이 나타나 있다. 

Fig. 2.1-3과 유사한 거동을 보이나 산화 전류 피크가 관찰되지 않았다. Fig. 

2.1-3에서 산화 방향으로 주사되는 과정에서 환원피크가 관찰되는 것은 특이

한 현상으로 Fig. 2.1-3과 Fig. 2.1-4의 정보만으로는 해석이 곤란하므로 질

산의 산소 발생과 수소 발생 사이 전위 역에서 질산 농도에 따라 cyclic 

voltammogram이 측정되었고 그 결과가 Fig. 2.1-5에 나타나 있다. 질산농도

가 2M까지는 약 0.45V와 +1.05V 근처에서 각각 수소발생 전류와 산소발생 

전류 이외에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2.5M에서는 산화 주사 방향의 경우 약 

+0.67V에서 환원 피크와 이를 지나서 약간의 산화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환

원 방향으로 주사되는 경우는 약 +0.4V 전위에서 매우 큰 환원피크가 관찰

되었다. 질산 3M 이상에서는 산화 주사 방향에서의 환원 피크가 더욱 발달

해 관찰 역을 넘어 보이질 않고 산화 역인 +0.9V근처에서 보다 커진 산

화 피크가 관찰되며 또한 환원주사 역에서도 2.5M 질산보다 더욱 큰 환원

전류를 보인다. 

  Fig. 2.1-6에는 Cell 1에서 +1.02V의 일정전위가 공급되는 상태에서 Cell 2

의 cyclic voltammogram이 나타나 있다. 질산 농도 2M까지는 Fig. 2.1-5와 

동일하지만 질산 2.5M 이상에서는 산화/환원 주사 방향의 환원전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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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Voltammograms of several nitric acid concentrations at  

           cell 1.

 

             Scan rate : 0.5 mV/sec, Scan rate : 0.65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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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Voltammograms of several nitric acid concentrations at  

           cell 2.

               Scan rate : 0.5 mV/sec, flow rate : 0.65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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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5. Cyclic voltammograms of several nitric acid concentrations  

           at cell 1.

             Scan rate : 1.0 mV/sec,  Flow rate : 0.65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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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6. Cyclic voltammograms of several nitric acid concentrations at  

           cell 2.

           Scan rate : 1.0 mV/sec,  Flow rate : 0.65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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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커졌음을 볼 수 있다. Fig. 2.1-5와 Fig. 2.1-6의 voltammogram의 형태는 

일반적인 cyclic voltammogram의 형태와는 다르다. 보통 산화종과 환원종이 

가역 반응인 경우 산화 주사 방향으로 산화피크가 보이고 환원주사 방향으

로는 환원피크가 관찰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는 양 주사 방향으로 모두 

환원 전류만이 관찰된다. 

  Fig. 2.1-5과 Fig. 2.1-6의 특이한 전류 피크가 전해 반응이 처음 시작되는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기 위해 주사를 다른 위치에서 시작한 

cyclic voltammogram이 Fig. 2.1-7에 나타나 있다. 수소 발생이 일어나는 

0.52V 에서 산화방향으로 주사한 결과와 산소가 발생되는 +1.22V에서 환원

방향으로 주사한 결과와 Fig. 2.1-5에서 환원피크가 보이는 +0.74V 에서 산

화방향으로 주사한 결과가 거의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이는 Fig. 2.1-5에서 

보이는 환원 피크 전류는 주사가 시작되는 조건에는 무관하게, 그 전위 위치

에서 고유하게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Fig. 2.1-5에

서 보이는 질산 환원전류가 질산 농도가 2M 이상일 때 발생하는 질산의 고

유 전해 반응으로 생각될 수 있다. Fig. 2.1-5와 Fig. 2.1-6에 나타난 전류는 

전해계에 다른 이 물질이 없다면 질산의 산화 상태는 가장 높은 산화 상태

이므로 질산의 환원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중간생성물의 전해반응에 

의해 생성된 전류로 생각된다. 질산의 전해 반응은 다양한 형태로 매우 복잡

하게 일어나나 문헌에 나타난 가장 가능성 있는 대표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

다.[17-19] 

     (3) 

      (4)

    (5)

                     (6)

  Fig. 2.1-3과 Fig. 2.1-5에 나타난 산화주사 방향의 피크는 식(3)으로 생각

될 수 있고 환원주사 방향의 피크나 환원전류는 아질산이 분해되는 식(4)∼

(6) 과정을 통해 분해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식(3)의 질산이 아질산

으로 환원되는 반응은 SSE 전극 기준으로 +0.74V로 Fig. 2.1-5에서 +0.74V 

SSE) vsV0.74(SHE) vs(V0.94EOHHNO2e3HNO o22
--

3 ++=+=++ +

SSE) vsV0.77(SHE) vs(V97.0EOHNOeHHNO o2
-

2 ++=+=++ +

SSE) vsV0.32(SHE) vs(V517.0E2HNOeH2NONO o2
--

3 ++==+++ +

223 3HNOOH2NOH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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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7. Second cyclic voltammograms with different scan starting

             points at 2.5N nitric acid. 

             Scan rate : 1.0 mV/sec, Flow rate : 0.65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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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은 전위 역에서 식(3)에 의한 질산 환원전류가 보여야 하나 +0.74V 

전후에서만 환원 피크를 보이고 있고 그보다 낮은 음전위에서는 어떠한 전

류도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다른 원인에 의해 전해계에 아질산이 생성되었

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으로는 질산 농도가 높을 경우 본 연구

에서 사용된 GC 전극의 탄소와 질산이 반응하여 아질산이 다음과 같은 반응

식으로 발생될 수 있다.[17]

                         (7) 

                        (8)

  본 연구계에서 식(7), (8)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GC 고정전극과 Pt 

고정 전극을 사용하여 Fig. 2.1-5에서 산화주사 방향으로 환원피크를 보이지 

않은 1M 질산과 그 전류 피크를 보이는 3M 질산에서 cyclic voltammogram 

측정을 하여 보았고 그 결과가 Fig. 2.1-8에 나타나 있다. 질산 3M일 경우는 

Pt 고정전극에서도 GC 고정전극에서와 유사한 산화 주사방향으로 약 +0.6V

에서 환원 피크가 나타났으며 또한 환원 주사방향으로 더 큰 환원피크가 나

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질산 농도가 1M에서는 Pt, GC 전극 모두 어떠한 

환원 전류도 보이지 않는다. 이 결과로부터 Fig. 2.1-5의 환원전류는 식(7), 

(8)의 탄소 전극으로부터 발생한 아질산의 분해 과정이라고 생각되기 보다 

2M 이상의 질산 전해반응의 특성으로 생각될 수 있다.

  Fig. 2.1-9에는 2.5M 질산농도에서 주사속도 변화에 따른 cyclic voltammo 

gram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주사속도가 1∼3mV/sec에서는 주사속도가 증

가할수록 산화 방향의 주사에서 환원 피크는 크기가 줄면서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며, 환원방향의 주사에서 피크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주

사속도가 5mV/sec일 경우는 양방향의 피크가 없어져 Fig. 2.1-5에서 보이는

질산 농도 2M 이하에서의 cyclic voltammogram 형태를 보인다. 이 결과는 

Fig. 2.1-5의 질산 산화/환원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서를 보이

는 결과로 생각되며, Fig. 2.1-3∼Fig. 2.1-8까지의 결과와 함께 고려할 때 

2M 이상의 고농도 질산의 전해적 산화 반응기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즉, 산화 방향의 피크와 환원 방향의 피크는 기본적으로 다른 형

태의 반응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가역 산화/환원 

23 HNOCOHNOC +=+

223 2HNOCO2HN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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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8. Cyclic voltammograms in nitric acid at stationary GC and Pt 

           electrode.   

           GC electrode diameter : 3 mm, GC electrode diameter : 3 mm 

           Scan rate : 1mV/sec, Flow rate : 0.65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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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9. Cyclic voltammograms in several scan rates at 2.5N nitric

              acid. 

              Flow rate : 0.65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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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의 경우는 주사 방향에 따라 피크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2M 이상 질산농도에서는 Fig. 2.1-5와 같이 환원 피크만이 보인다. 

이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질산농도가 2M이상에서 산화 주

사방향의 피크는 식(3) 반응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0.6V 

이전의 음 전위에서는 식(3)에 의한 환원 전류가 보이질 않는데 이는 전극에

서 식(3)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과전압이 매우 크거나 전극에서 반응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질산이 전극과 접촉하는 시간이 일정 기

간 경과하는 경우만 충분한 양의 아질산이 생성되어 Fig. 2.1-5에서처럼 

+0.6V 근처부터 이의 환원 전류가 나타나고, 주사전위가 바로 식(3)의 산화

역으로 진입하면서 환원피크가 사라진다. 이렇게 생성된 아질산은 산화

역에서 약간의 산화 피크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간접적으로 확

인할 수 있는 결과가 Fig. 2.1-9의 주사 속도에 따른 cyclic voltammogram 

형태가 바뀌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주사 속도가 낮을수록 충분히 아질산

이 생성되어 산화 방향의 피크가 커지고 음 전위 방향으로 이동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사속도가 증가하다 5mV/sec 이상에서는 오히려 산화, 환원 

방향의 피크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아질산

이 충분히 생성되기 전에 전극에 공급되는 전위가 식(3)의 산화 역으로 이

동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충분히 낮은 주사 속도에서 산화 방향의 주사 

과정 중에 생성된 아질산은 주사 방향이 환원 방향으로 될 때 자동촉매 반

응 형태를 보이는 식(4)∼식(6)의 경쟁적인 반응에 의해 산화 방향의 피크 

보다 더 큰 환원 피크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산도가 높을수록 

식(6)는 정반응으로 진행하여 더 많은 아질산을 생산하고 Fig. 2.1-5와 Fig. 

2.1-6에서처럼 더 큰 아질산 환원 전류를 보인다.  

  Fig. 2.1-10에는 일정한 +1.1V의 질산의  산화전위가 공급되는 Cell 1과 일

정한 +0.68V의 환원전위가 공급되는 Cell 2에서 나온 용액의 산도와 아질산

의 농도가 나타나 있다. Cell 1에서는 산도의 감소나 아질산의 생성이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Cell 2에서는 질산농도 약 2M 이상의 경우 질산

의 감소와 아질산의 급격한 증가를 관찰 할 수 있다. 질산농도 2.0 M 이상

에서 Cell 2로부터 많은 가스발생을 관찰 할 수 있었고 이 가스 색은 붉은 

색으로 NOx로 추정되는 가스가 관찰되었다. 이의 결과는 앞서의 결과에서 



- 74 -

Fig. 2.1-10. Nitrite and nitric acid concentrations after cell 1 of 1.02V 

            and cell 2 of 0.72V with a change of feeding nitric acid.  

            Flow rate : 0.6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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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 주사 방향의 전류는 질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자동촉매 반응의 아질산의 

환원반응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질산은 Sulfamic acid에 의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통해 빠르고 쉽게 분

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NOHSOHHNOHSONH 2242232 ++→+                    (9)

따라서 Sulfamic acid 가 질산 용액 중에 함유된다면 근본적으로 Fig. 2.1-5

에서 질산 농도 2M 이상에서 나타났던 산화주사 방향에서 아질산도 존재하

질 않고, 따라서 환원 주사 방향으로도 아질산의 분해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 

어떠한 아질산 환원 전류도 관찰되질 않아야 한다. 

  Fig. 2.1-11에는 sulfamic acid 0.05M을 함유한 질산의 cyclic voltammo 

gram이 나타나 있다. Fig. 2.1-5에서 보 던 질산 2M 이상에서 산화 주사방

향으로의 어떠한 피크도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질산 농도가 3.5M에서는 

환원 주사 방향으로 약간의 아질산의 환원 반응 전류가 남아 있다. 이것은 

sulfamic acid 0.05M이 질산 농도 3.5M에서는 아질산을 충분히 빨리 분해시

키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sulfamic acid 0.1M에서는 충분히 아

질산이 분해되어 어떠한 아질산의 분해 전류도 보이질 않음을 Fig. 2.1-12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질산의 농도에 따라 발생되는 아질산을 

효과적으로 분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sulfamic acid 농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아질산이 생성되질 않는 질산농도 2M 이하에서 아질산 염을 넣을 경

우 산도가 낮더라도 Fig. 2.1-5에서 보이는 아질산의 산화 피크가 보일 것으

로 기대된다. 

  Fig. 2.1-13에는 아질산 나트륨(NaNO2) 0.002M과 0.01M을 갖는 1M 질산

용액에서의 cyclic voltammogram이 나타나 있다. 질산 1M에서는 어떠한 질

산 분해 전류도 관찰이 되지 않고, 아질산이 0.002M 존재하는 경우 약간의 

아질산의 산화 피크가 관찰이 되지만 나트륨 이온에 의한 식(5), 식(6)의 자

동촉매 반응이 이루어지질 않아 Fig. 2.1-5의 질산 2.5M에서 보이는 것과 환

원주사 방향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높은 아질산의 환원반응이 일어나지 않

아 전류가 크게 발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아질산 나트륨 0.01M에서는 

보다 큰 아질산 환원 분해전류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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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1. Cyclic voltammograms of several nitric acid concentrations    

            with 0.05M sulfamic acid. 

            Scan rate : 1.0 mV/sec,  Flow rate : 0.65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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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2. Cyclic voltammograms in 3.5M nitric acid concentrations   

            with 0.05M and 0.1M sulfamic acid. 

            Scan rate : 1.0 mV/sec,  Flow rate : 0.65 mL/min

Volt (vs.SSE)
-0.4-0.20.00.20.40.60.81.01.2

C
ur

re
nt

 (m
A

)

-40

-20

0

20

40

sulfamic acid 0.1 M

sulfamic acid 0.05 M



- 78 -

Fig. 2.1-13. Cyclic voltammograms in nitric acid concentrations 

            with several sodium nitrite concentrations.  

              Scan rate : 1.0 mV/sec,  Flow rate : 0.65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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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14에는 질산염을 갖지 않는 염산에 0.002M와 0.008M의 아질산 

나트륨을 갖는 용액에 대한 cyclic voltammogram이 나타나 있다. Fig. 

2.1-13에서처럼 아질산의 뚜렷한 산화 피크를 볼 수 있고 식(6)의 질산염이 

없어 아질산을 자동촉매 반응에 의해 급격히 생성할 수 없어 아질산 환원 

분해 반응 전류가 잘 발달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Fig. 2.1-15에는 1M 염산

에 0.01M 질산 나트륨을 갖는 용액에 대한 cyclic voltammogram이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질산 1M의 경우처럼 어떠한 질산의 환원 및 아질산의 환원 

분해 반응도 일어나질 않음을 볼 수 있다.

          

       (2) Np의 전해 산화/환원 거동 

Np은 산화가 상태에 따라 특정 파장에서 즉 Np(IV)는 960nm, 

723nm, Np(V)는 618nm, 980nm, Np(VI)는 1223nm에서 서로 중첩되지 않는 

고유 흡광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2.1-16에는 UV/VIS/IR spectrophotometer에 의해 측정된 Np의 흡광

도 spectrum이 나타나 있다. 981nm와 1223nm에서 뚜렸한 피크가 보이고 

960nm, 723nm에서는 어떠한 피크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 사

용된 Np 용액은 Np(V)와 Np(VI)으로만 구성되고 Np(IV)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HLW 내 Np은 질산 분위기에 존재하게 되는데 Np의 산화/환원 전위 

역에서 질산의 전해 반응을 통해 아질산이 생성될 수 있고 이 아질산은 Np

의 산화/환원에 두 가지 방향으로 향을 미친다. 첫째로 아질산 농도가 약

10
-5
M 이하의 경우 아질산은 다음과 같이 Np(V)의 산화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촉매로 작용하여 Np(V)의 Np(VI)로의 산화반응을 촉진시킨다.[4, 

21-27]

   OHHNO2NpONO3H2NpO 22
2
2

-
32 ++=++ +++

                 (10)

  식(10)의 정반응 속도는 아질산 농도가 Np(V)의 농도가 매우 작을 때는 

Np 농도에는 무관하지만, 아질산 농도가 Np(V)농도 보다 매우 클 때는 아질

산 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23,28]  둘째로 아질산의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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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4. Cyclic voltammograms in 1M HCl with 0.002M and 0.0008M

            sodium nitrate.  

            Scan rate : 1mV/sec, Flow rate : 0.65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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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5. Cyclic voltammograms in 1M HCl with 0.002M and 0.01M 

            sodium nitrate.  

            Scan rate : 1mV/sec, Flow rate : 0.65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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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16. Absorbance spectrum of 8.0x10-4M Np at 2M nit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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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M 이상의 경우는 Le Chtelier's 원리에 따라 식(10)의 역반응이 커져 아

질산이 환원제로 작용하여 Np(VI)를 빠르게 Np(V)으로 환원시키다.[4,29] 또

한 Np(V)는 질산 매질에서 다음과 같이 불균등화 반응에 따라 Np(VI) 또는 

Np(IV)으로 변화된다.[21,22]  

         OH2NpNpO4H2NpO 2
42

22 ++=+ ++++
                     (11)

  따라서 Np의 전해반응 연구에 앞서 질산의 전해 반응에 따른 아질산의 생

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Fig. 2.1-5에서 보듯이 질산 농도 2M 이

하에서는 충전전류(charging current)만 보이고 그 밖에 다른 반응의 전류는 

보이질 않으나, 질산 2M 이상에서 산화 주사방향으로 +0.7V 근처에서 환원

피크가 나타나는데 이는 식(3) 반응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30-32] 그러나 식(3)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과전압이 매우 크거나 전극에서 

반응속도가 매우 느려 +0.6V 이전의 식(3)의 환원 전위에서는 어떠한 환원 

전류도 보이지 않다가, 환원 전위가 공급되는 전극과 질산이 일정 기간 접촉

한 후에는 측정될 만큼의 충분한 양의 아질산이 생성되어 +0.6V 근처부터 

이의 환원 전류가 나타난다. 그러나 주사전위가 +0.74V를 넘어 산화 역으로 

진입하여 환원피크가 사라지고, 이렇게 생성된 아질산이 산화되면서 약간의 

산화 피크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생성된 아질산과 아질산 생성물

은 식(4)∼(6)의 자동촉매 반응을 통해 급격히 환원되면서 높은 환원전류를 

보이고 이 과정은 질산농도가 2M 이상으로 증가할수록 커진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sulfamic acid 0.05M이 질산 농도 3.5M에서는 아질산을 충분히 빨리 

분해시키지 못 한다. 그러나 Fig. 2.1-12에서 보듯이 3.5M 질산에 sulfamic 

acid 0.1M이 함유된 경우는 모든 아질산의 환원반응 전류는 없어진다. 이상

의 결과로부터 질산용액중의 Np 전해 산화/환원 연구에는 아질산의 향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Fig. 2.1-17에는 질산 농도 변화에 따른 TBP에 대한 Np의 분배계수 값과 

질산의 전해반응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아질산이 TBP 추출 반응에 어떠

한 향을 주는가를 보기 위해 전해계에 첨가될 같은 양의 sulfamic acid를 

0.05M 첨가할 때의 분배계수 값이 함께 나타나 있다. 질산에 공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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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amic acid 0.05M은 추출반응에는 거의 향을 주지 않음을 볼 수 있다. 

Np(VI)과 Np(V)의 TBP와의 반응은 식(12)과 식(13)과 같이 표현된다.[4,5]  

              (12)

            (13) 

  Fig. 2.1-17에서는 질산 중에 아질산 염이 5.0x10
-3M과  0.1M으로 존재하

는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식(10)의 역반응에 의해 질산중의 Np(VI)가 

Np(V)로 환원되도록, 아질산 Np의 환원제로 작용하여 Np(V)의 조성이 증가

되어 분배계수가 더욱 떨어짐을 볼 수 있다. 질산용액에서 화학 산화제와 환

원제를 이용하여 만든 순수한 Np(VI)와 Np(V)의 TBP에 대한 분배계수 값

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식(14)과 식(15)의 관계를 이용하면 본 

연구계와 같이 Np(V), Np(VI) 만이 공존하는 Fig. 2.1-17의 외형적으로 관찰

되는 겉보기 분배계수 값[21,22,29]으로 부터 Np(VI)와 Np(V)의 조성을 계산

할 수 있고 이의 결과가 Fig. 2.1-18에 나타나 있다. 

 XNp(V), i DNp(V), i + XNp(VI), i DNp(VI), i = DApp.Np(VI),Np(V), i  i : nitric acid (14)

 XNp(V), i + XNp(VI), i = 1     i : nitric acid                           (15)

 여기서 XNp(V) , XNp(VI) : 각각 질산에서 Np(V)과 Np(VI) 몰 분율 

   DNp(V) , DNp(VI) : 각각 질산에서 Np(V)과 Np(VI) 분배계수

        DApp.Np(VI),Np(V) : Np(V)와 Np(VI)가 공존하는 질산에서 Np의 겉보기 

                       분배계수 

 본 연구 계와 같은 조건의 Np 용액에서는 질산농도가 커질수록 식(11)의 

불균등화 반응에 의해 Np(VI)의 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질산 실험 범위에서는 Np(V)는 거의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Fig. 2.1-19에는 Fig. 2.1-16의 981nm에서 질산농도에 따라 측정된 흡광도 

값과 문헌에 나타난 25℃, 981nm에서 Np(V)의 흡광계수(molar extinction 

coefficient: 390 M
-1cm-1)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Np(V) 조성 값과 Fig. 2.1-18

의 측정된 분배계수 값으로부터 구한 Np(V)의 조성 값의 비교가 나타나 있

다. 두 방법에 의해 구해진 본 연구 대상 Np 용액내의 Np(V) 조성 값은 최

2TBP])[Np(NO[2TBP]][4NO][NpO Org43OrgAq
-
3Aq

2
2 ⋅=+++

TBP])[Np(NO[TBP]][NO][NpO Org3OrgAq
-
3A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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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8. Compositions of Np(VI) and Np(V) in nitric acid with and 

            without sulfam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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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19. Comparison of initial Np(V) compositions estimated by 

             absorbance and apparent distribu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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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오차 4% 내에서 큰 차이 없이 일치함을 볼 수 있다.    

  Fig. 2.1-20에는 Cell 1에서 1.5M 질산 중의 5.1x10
-3
M의 Np의 산화 주사 

방향의 voltammogram과 Cell 1에서 1.05V의 일정 전위가 공급되어 Np이 완

전히 Np(VI)로 산화된 용액이 Cell 2로 주입되면서 환원주사 방향으로의 

voltammogram과 각 Cell에서의 background의 voltammogram이 나타나 있

다. Np(V)와 Np(VI)의 전해 반응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6) 

  +0.8V 이전에는 Np(VI)의 환원 전위로 Np 용액에 공존하는 Np(VI)의 

Np(V)으로 환원하는 한계전류가 보이고 +0.95V 이후에는 Np 용액에 공존하

는 Np(V)의 Np(VI)으로 산화하는 한계전류가 보인다. Cell 1에서 back 

ground를 기준으로 Np(VI)이 생성되는 한계전류의 값인 1.65mA와 back 

ground를 기준으로 Np(V)이 생성되는 한계전류 값인 4.49mA의 비가 전해계

에 주입되는 Np 용액의 +5가와 +6가의 비율이 된다. 이 두 전류의 합은 

6.14mA로 이는 순수한 Np(VI) 또는 Np(V)가 Np(V)과 Np(VI)으로 산화 또

는 환원되는 전류 값이 된다. 이 전류 비율로부터 계산되는 초기 Np용액의 

+5가와 +6가의 조성비율은 각각 26.9%와 73.1%이 된다. 이 값은 Fig. 2.1-19

에서 흡광도나 추출 분배계수로부터 구한 값과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Fig. 2.1-20에서 Np(V)의 Np(VI)로 산화는 1V 이상에서 충분히 이루

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ell 1에 1.05V를 일정하게 공급하여 Cell 1에서 

거의 순수한 Np(VI)이 생성되게 하고 출구에서 나오는 용액을 바로 Cell 2로 

주입하면서 환원전위를 부가하면, 순수한 Np(VI)가 Np(V)로 환원될 것이고 

이때 측정된 voltammogram의 한계전류 값은 6.15mA으로 Cell 1에서 측정된 

전류 값 6.14mA와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식(3)에서 Np(VI)의 출구농도를 

제로로 하여 Np(VI) 5.1x10
-3
M이 0.7mL/min의 유량으로 주입될 때 Np(VI) 

또는 Np(V)가 Np(V)이나 Np(VI)으로 산화 또는 환원 될 때 예상되는 전류

는 5.74mA로 Cell 2에서 측정된 6.14mA와 약 6%의 오차를 보이지만 비교적 

잘 일치한다. 여기서 다소의 오차는 0.35mV/sec주사 속도에서 측정되는 전

류가 정상상태에서 측정되는 전류와의 차에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Fig. 2.1-18∼Fig. 2.1-20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 사용된 질산용액 

SSE) vsV0.87(SHE) vs(V14.1ENpeNp o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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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20. Voltammograms of Np reduction and oxidation in 1.5M nitric

             acid at cell1 and cell 2.

             Feeding flow rate : 0.7 mL/min

             Np concentration : 5.1 x10
-3
M

             Scan rate : 0.35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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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5M에서 Np(V)의 조성은 32%∼19%으로 Np(VI)가 주성분임을 알 수 

있고 질산 농도증가에 따라 Np(VI)의 비율이 증가함을 할 수 있다. 질산 5.5 

M 이상의 고농도 역에서 수행한 불균등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는

[21, 33,34], 질산 농도 5.5 M에서 Np(V)의 불균등화 율이 76.2%라고 하 는

데 이는 Np(V)의 조성이 23.8%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Fig. 2.1-18의 

질산농도 5.5M에서 Np(V)의 조성 19%와 다소의 차이는 보이지만 상당한 

근접된 값을 보인다. 

  Fig. 2.1-21에는 Np 용액과 아질산 제거제인 sulfamic acid 0.05M과 Np 

용액을 Np(V)의 산화 전위인 +1.02V가 일정하게 공급되는 Cell 1을 통과시

킨 다음,  30% TBP와 상비 1:1로 회분식 접촉한 후 측정된 분배계수 값이 

나타나 있다. 전해 반응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Np용액의 분배계수보다 전해 

셀을 거친 용액은 용액 중의 Np(VI)와 공존하는 Np(V)가 Np(VI)로 산화되

어 분배계수가 5배 이상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헌에 나타난 화학적

인 방법으로 제조된 순수한 Np(VI)의 분배계수 값보다는 낮은데 이는 전해 

셀에서 생성된 Np(VI)가 대기 중으로 나와 TBP와 회분식 접촉하는 과정에

서 일부가 Np(V)으로 재 환원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Np(VI)는 Np(VI)

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화학제가 없는 상태에서 쉽게 Np(V)로 환원된다고 

알려져 있다. 질산 용액에 sulfamic acid을 가지고 Cell 1을 통과한 경우는 

sulfamic acid가 없이 Cell 1을 통과하는 경우보다 질산 농도 2M 이상에서부

터 분배계수 값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sulfamic acid를 가

진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질산이 완전히 분해되어 아질산 촉매에 의한 

Np(V)의 산화 반응인 식(10)이 촉진되질 않지만, sulfamic acid이 없는 경우

는 전해 셀에서 적당량의 아질산이 생성되어 전해 셀을 나와 회분식 용매추

출과정에서 재 환원된 Np(V) 일부가 식(10)을 통해 다시 Np(VI)로 재 산화

되어 분배계수가 sulfamic acid가 없는 경우 보다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Fig. 2.1-22에는 각 Cell에서 질산의 전해 과정 중에서 생성되는 아질산의 

농도가 어는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 Cell 1과 Cell 2에 일정한 +1.05V와 

+0.72V을 공급하는 상태에서 각 Cell에서 나온 용액 중의 아질산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Np(V)의 산화전위가 공급되는 Cell 1에서 아질

산의 농도는 앞서 설명한 아질산이 식(10)을 촉진하기 위한 촉매로 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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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1. Np distribution coefficients in nitric acid after Np oxidation at 

            cell 1 of 1.02V. 

            Initial aqueous Np : 1.1x 10-3M

            Organic phase : 30 Vol.% TBP 

            Applied potential : 1.02V vs 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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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2. Nitrite concentrations after cell 1 of +1.02V and cell 2 of 

            +0.72V with a change of feeding nitric acid.

            Flow rate : 0.6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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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범위인 약 10
-5
M 정도임을 볼 수 있고, Np(VI)의 환원전위가 공급되는 

Cell 2에서는 Cell 1에서 생성되는 아질산 농도의 약 100 배 이상인 10
-3
M 

정도가 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Fig. 2.1-21과 Fig. 2.1-22의 결과로부터 적

절한 양의 아질산은 Np(V)의 산화를 촉진시킴을 볼 수 있고 Np(V)의 전해 

산화를 만을 위해서는 아질산을 모두 분해시키는 sulfamic acid가 필요치 않

음을 알 수 있다. 

  Fig. 2.1-23에는 Np(V)를 산화시키기 위한 +1.05V가 공급되는 Cell 1과 일

정한 +0.68V의 환원전위가 공급되는 Cell 2을 모두 통과하여 나온 Np(V) 용

액을 30% TBP와 상비 1:1로 접촉한 후 측정된 분배계수 값이 나와 있다. 

Cell 2에서는 Fig. 2.1-22에서 보듯이 10
-3
M 정도의 많은 아질산이 생성되므

로 아질산 제거제인 sulfamic acid가 없는 경우는 Cell 2를 통해 거의 순수하

게 생성된 Np(V)가 산도증가에 따라 식(11)의 Np(V)의 불균등화 반응에 의

해 용매추출과정에서 Np(V) 일부가 Np(VI)으로 변하여 Np 분배계수가 질산 

농도 2M 이상부터 증가하여 질산농도 5.5M 정도에서는 분배계수가 약 1.5까

지 증가 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0.05M suflamaic acid를 가진 경우는 질산

농도가 3M 정도까지는 Np(V)의 분배계수가 순수한 Np(V)의 분배계수 값과 

거의 비슷함을 볼 수 있다. 반면에 Fig. 2.1-23에서 보듯이 0.05M sulfamic 

acids는 3.5M 이상의 질산농도에서는 전해적으로 생성되는 아질산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므로 미량 잔존하게 되는 아질산이 촉매로 작용하여 생성된 

Np(V)의 일부가 식(10)을 통하여 Np(VI)으로 산화되어 겉보기 분배계수 값

은  다소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Fig. 2.1-24에는 1.02V의  Np(V) 산화 전위가 공급되는 Cell 1을 나온 Np

용액을 30% TBP와 추출 시 상비 변화에 따른 추출율의 변화가 나타나 있

다. 여기서 추출율은 (유기상으로 이동된 Np의 양/초기 수용상의 Np의 양 

x100)으로 정의되었다. 상비가 증가함에 따라 추출율은 증가하다가 상비가 2 

이상에서는 추출율이 약 90%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3) Tc의 전해 산화/환원 거동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HLW 중의 Tc의 30% 정도는 non- 

pertechnate로 보고되고 있어[38] Np/Tc/U의 공추출 단계에서 Np 추출 증진

을 위한 Np(V)의 전해 산화 시 Tc의 산화/환원 변화에 따른 TBP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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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23. Np distribution coefficients in nitric acid with and without 

             sulfamic acid after electrolytic reduction.  

             Initial aqueous Np : 1.1 x10
-3
M

             Organic phase : 30 Vol.% TBP

             Applied potential : 0.72V vs 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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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4. Extraction yield with a change of phase ratio after cell 1 

            of electrolytic oxidation at 1.02V (vs SSE). 

          

            Initial aqueous Np : 0.0011M in 2M HNO3
            Organic phase : 30 Vol.% TBP

            Applied potential : 1.02V vs 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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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향을 보기 위하여 먼저 Tc의 질산에서 전해적 산화/환원 거동 특성

을 조사하여 보았다.   

  Fig. 2.1-25에는 Tc의 산화가 상태 변화를 보기 위하여 GC 전극을 사용하

여 측정된 0.5M 질산에서 1x10
-3
M Tc와 0.5M 질산의 voltammgram이 나타

나 있다. 0.5V∼1.2V에서 특별한 Tc 산화/환원 전류값 변화를 관찰할 수 없

어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Tc 용액은 +7가로 되어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다

시 확인하기 위하여 Np을 5가에서 6가로 산화시켜 공추출하는 전위인 +1.0V 

vs SSE 공급한 상태에서 GC 전극을 사용하는 회분식 Tc의 전해 용매추출

을 수행하 고 그 결과가 Fig. 2.1-31에 나타나 있다. 전해 용매 추출 결과는 

전해반응이 없는 경우와 동일함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Tc이 7가 이외의 다

른 산화수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Fig. 2.1-26에는 Tc의 환원상태를 보기 위한 1M 질산에서 1x10
-3
M Tc의 

voltammogram이 나타나 있다. -0.1V에서 TcO4
-가 TcO2로 되는 환원전류가 

시작되어 -0.25V부터 뚜렸한 한계 전류가 발달함을 볼 수 있다. 

  Fig. 2.1-27에는 질산농도 변화에 따른 Tc 용액의 흡광도 변화가 나타나 

있다. 질산농도가 0.01M 정도 일 때 흡광 피크가 248.5nm와 299.7nm에 나타

나나 질산 농도가 증가할수록 두 피크는 이동을 하여 질산농도 2M 정도에

서 258nm에서 피크 하나로 되고 질산농도 2M 이상에서는 피크가 없어짐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은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이것

은 2M 이상 질산이 UV 역에서 광분해되어 다른 질산화합물이 생기기 때

문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것은 좀 더 연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 사용된 Tc 용액은 7가인 TcO4
-
로 존재하여 

Np(V)를 Np(VI)로 산화가 조정하는 중에 Tc의 산화가 변화에 따른 Tc의 

추출율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4) U/Np/Tc 순차 역추출

           U, Np, Tc를 질산용액에서 30% TBP로 공추출하고 이를 순차적

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각 핵종의 TBP에 대한 추출과 역추출 조건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U, Np, Tc의 역추출 방법과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U, Tc, Np의 분배계수 및 상비 변화에 

따른 추출율 변화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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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28에는 U 용액과 30% TBP를 10분간 회분식 접촉을 하여 측정된 

질산 농도에 변화에 따른 U(VI)와 U(IV)의 분배계수 값이 나타나 있다. 여

기서 U(IV) 제조는 전 절에서 사용하 던 방법인 GC 섬유 다발체 전해장치

에 -0.5V vs SSE 공급하는 상태에서 2g/L U(VI)의 용액을 0.5mL/min 주입

하여 100% U(IV)로 만들었다. U(VI)의 분배계수는 문헌 값[35]이나 ORNL- 

TM-5123 보고서의 SEPHIS code에 의해 계산되는 값보다 다소 높이 나왔

으나 전체적으로 이들 값과 잘 일치하고 있고, U(IV)도 기존 문헌 값과 비교

적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36] 일반적으로 U(VI)을 역추출 하기 위하여 

0.01M 질산을 사용하는데, 이 질산농도에서 U(VI)의 분배계수는 약 0.06 정

도로 낮아 0.01M 질산 용액은 U(VI)을 효과적으로 역추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1-28 결과에서 역추출 용액을 HLW의 질산농도인 약 2M 정

도에서 U(VI)를 U(IV)로만 환원하여 U을 역추출하는 것은 2M 질산농도에

서 U(IV)의 분배계수 값이 약 1 정도이어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Fig. 2.1-29에는 질산농도와 상비 변화에 따른 U(VI)의 추출율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상비가 증가할수록 분배계수는 증가함을 볼 수 있고 2M 질산 

및 상비 2 이상에서 추출율이 95% 이상임을 볼 수 있다. 

  Fig. 2.1-30에는 1.95g/L의 U(VI)을 함유한 30% 유기상으로부터 0.01M 질

산을 사용한 역추출과 U(VI)을 U(IV)로 환원하여 역추출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유기상을 0.01M 질산으로 회분식 접촉을 시키는 경우 상비(A/O)가 증

가할수록 역추출율이 증가함을 볼 수 있고 상비 2에서는 역추출율이 약 70% 

정도에 이른다. GC 섬유 다발체의 액-액 접촉능을 보기 위하여 전위를 공급

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분식과 동일한 비율로 수용상과 유기상[공탑 속도: 

1.15cm/min]을 펌프로 주입하여 액-액 접촉을 시켜는 경우 역추출율이 회분

식의 약 90% 정도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GC 섬유 다발체 내에

서 효과적인 액-액 접촉면적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전위를 가

할 때 전해 추출/역추출 장치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GC 전극에 U(VI)를 U(IV)로 충분히 환원시킬 수 있는 -0.5V vs SSE을 공

급하면서 액-액을 접촉시키는 전해 역추출의 경우 상비 증가에 따라 역추출

율이 증가하나 역추출율은 약 20% 정도를 넘지는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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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8.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U(VI) and U(IV) to 30 vol.% TBP 

            with a change of nitric acid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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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29. Extraction yield of U(VI) in different nitric acid

                    concentrations by 30 vol.% TBP with a change 

                    of phas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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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30. Stripping yield of U(VI) from 30 vol.% TBP with and 

                without electrolytic stripping with a change of phas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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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U(IV)의 

분배계수가 0.5 전후로 충분히 낮지 않다는 것과 이전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

럼 유기상이 전극과 접촉하면서 전극 표면이 유기상으로 코팅되어 U(VI)/ 

U(IV) 환원반응의 과전압이 증가하는 것과 유기상의 U이 수용상으로 이동되

는 확산과정이 늦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2]    

  Fig. 2.1-31에는 Tc 용액과 30% TBP를 10분간 회분식 접촉을 하여 측정

된 질산 농도에 변화에 따른 Tc의 분배계수 값이 나타나 있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ORNL-TM-8668 문헌 값[37]과 매우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Tc은 질산 용액 중에서 TcO4
-
의 7가로 존재를 하는데 TBP에 대하여 질산

농도가 약 0.9M 정도에서 분배계수 약 0.93정도로 최대 피크를 보이고 질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분배계수가 급격히 낮아져 질산 농도 5M 에서는 0.03 

정도로 급격히 낮아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Tc의 역추출은 고 농도 질산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질산 용액 중에 Tc이 7

가 이외의 다른 낮은 산화수 상태로 존재하여 Np을 5가에서 6가로 산화시켜 

공추출하는 전위인 +1.0V vs SSE 공급한 상태에서 Tc의 추출율 변화 가능

성을[38] 확인하기 위하여 GC 전극을 사용하는 회분식 Tc의 전해 용매추출

을 수행하 다. 이 결과는 전해반응이 없는 경우와 동일함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Tc이 7가 이외의 다른 산화수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Fig. 2.1-32에는 상비 변화에 따른 회분식과 GC 섬유 다발체를 이용한 Tc 

추출 결과가 나타나 있다. 상비 증가에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

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GC 섬유 다발체를 이용한 추출이 회분식 추출의 약 

90% 정도가 됨을 볼 수 있다. 

  Fig. 2.1-33에는 Tc를 함유한 30% TBP로부터 5M 질산으로 역추출한 결

과가 나타나 있다. Fig. 2.1-31에서 언급한 것처럼 질산 5M에서의 Tc 분배

계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회분식과 GC 섬유 다발체를 이용한 역추출율이 상

비 2에서 각각 97%, 95% 정도로 질산 5M로 Tc을 유기상으로부터 효과적으

로 역추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1-34에는 2M 질산에서 Np의 분배계수 값이 나와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Np 용액에는 Np(IV)가 없이 Np(VI)와 Np(V)만 공존하고 그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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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1.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technetium by 30 vol.% TBP with 

            a change of nitric acid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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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2. Extraction yield of TcO4
-
 by 30 vol.% TBP with a change of 

            phas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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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3. Stripping yields of TcO4
-
 by 5M HNO3 with a change of 

            phas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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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34.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Np(VI) and Np(V) at 2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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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산 농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앞서 밝힌 바 있다. 2M 질산에서 Np(VI)

와 Np(V) 비율은 7:3 정도가 된다. 공존하는 Np(V)를 Np(VI)로 산화시키지 

않고 추출하는 경우 분배계수가 약 1.8 정도이지만 GC 섬유 다발체 전극에 

+1V vs SSE를 공급하는 전해 용매추출 시 Np(VI)의 분배계수는 6.5정도로 

증가된다. 또한 +0.5V vs SSE 를 공급하여 Np을 Np(V)로 환원시킨 후의 

분배계수는 0.07 정도가 된다. 문헌에 순수한 Np(VI)와 Np(V)의 분배계수는 

각각 약 10과 0.15 정도로 본 연구의 실험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화학적 안정제 없이 Np이 전해적으로  Np(VI)이 Np(V)로 전환되었을 때 불

균등화 반응에 의해 일부가 재산화 또는 재환원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2.1-35에는 GC 섬유 다발체 전해계에서 상비 변화에 따른 산화가 조

정을 거치지 않은 Np 용액과 Np(VI)나 Np(V)으로 산화 조정 후의 추출율 

변화가 나타나 있다. 상비가 2에서 산화조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는 추출율이 

70% 정도이지만 Np(VI)로 산화시켜 용매추출을 하는 경우 추출율이 91% 

정도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Np의 전해 추출은 본 연구팀의 이전 결과인 

Np(V)를 Np(VI)로 산화시킬 수 있는 산화제 NH4VO3를 사용하여 추출한 결

과 보다 추출율이 10% 이상 더 높은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전해적으로 

Np(V)를 산화시키는 것이 NH4VO3를 사용하는 것보다 산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으로 생각한다.[39]  

  Fig. 2.1-36에는 GC 섬유 다발전극에 +0.5V vs SSE 전위를 공급하는 상

태에서, 상비 변화에 따른 30% TBP 유기상으로부터 2M 질산 수용상으로 

전해 역추출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상비 2에서 역추출율이 62% 정도가 됨

을 볼 수 있는데 Fig. 2.1-34의 Np(V)의 추출율과 비교할 때 역추출율은 약 

90% 정도 되어야 하나 앞서 Fig. 2.1-30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기상의 Np이 

수용상으로 이동되는 확산과정이 늦기 때문에 역추출율이 낮아진 것으로 생

각되다. 이런 경우 Np이 충분히 유기상으로부터 수용상으로 확산되도록 전

해장치 내 유기상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키면 역추출율이 증대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체류시간은 유기상의 주입 속도를 줄이거나 전해장치의 길이를 늘려 

줌으로서 증가시킬 수 있다.    

  Fig. 2.1-28∼Fig. 2.1-36까지의 U, Tc, Np의 추출 및 역추출에 대한 실험

결과를 가지고 U, Tc, Np 공추출과 이들의 순차분리 조건과 순서를 조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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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5. Extraction yields of Np by 30 vol.% TBP with a change of 

            phas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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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6. Electrolytic stripping yield of Np with reduction to Np(V) at 

            2M HNO3 with a change of phas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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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U, Np, Tc을 공추출 단계에서 Np의 추출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초기 용액중의 Np(V)의 Np(VI)로 변화시킬 수 있는 +1V vs SSE의 전위를 

걸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이를 순차분리 하기 위하여 먼저 공추출→ 

Np 분리→U 분리→Tc 분리 또는 공추출→Np 분리→Tc 분리→U 분리 순서

를 생각할 수 있다. 

  Fig. 2.1-36의 Np의 전해 역추출 결과를 보면 상비(A/O) 2∼3에서 역추출

율이 60∼70%에 육박하므로 단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원하는 정도의 역추출율

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추출에서 2M 질산을 사용하 기 때

문에 Np 전해 역추출 용액을 2M 질산이 아닌 다른 질산 농도를 사용할 경

우 산도 변화에 따른 분배계수의 변화에 의해 Np 역추출 시 다른 원소가 동

반 역추출될 가능성이 있고, 질산 농도가 높아지면 Np의 분배계수가 커져 

역추출율의 저하가 예상되므로 가능한 2M 질산 용액을 Np 전해 역추출 용

액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Fig. 2.1-31에서 보듯이 2M 질산에서 Tc의 

분배계수 값이 낮으므로, Np 역추출 시 유기상의 Tc가 다량으로 동반 역추

출 될 수 있다. 실제 2M 질산을 사용하는 전해 역추출(+0.5V vs SSE 공급) 

단계에서 유기상 내 Tc의 82%가 동반 역추출되었다. 

  Fig. 2.1-30과 Fig. 2.1-33의 결과에서 보면 유기상으로부터 U의 역추출은 

0.01M 질산을 사용하고, Tc의 경우는 5M 질산을 사용하면 충분하다고 판단

된다. 그러나 Tc과 U을 분리하기 위한 순서를 생각할 때 Tc 역추출을 위하

여 5M 질산을 접촉하는 경우 수용상으로부터 추가적인 질산이 유기상으로 

추출되어 이후 0.01M 질산으로 유기상의 U을 역추출 시 추출된 질산이 다

량 역추출 용액으로 이동되어 수용상의 질산 농도를 높여 U 역추출 효율을 

저하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U과 Tc를 함유한 유기상을 상비(A/O) 2에

서 질산 5M로 Tc를 역추출 시킨 후의 유기상으로부터 U을 역추출 시키기 

위하여 상비(A/O) 2에서 0.01M 질산으로 접촉시키는 경우 U 역추출율이 

5M 질산과 접촉하지 않은 경우 보다 U 역추출율이 약 20% 정도 감소하고 

이때 수용액의 산도가 0.3M 정도까지 증가하 다. 이러한 경우 U 역추출 용

액을 저산도 질산보다는 Na2CO3 용액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Na2CO3

를 사용하는 경우 Fig. 2.1-37에서 보듯이 Na2CO3 농도가 0.3M 이상과 상비

(A/O) 2에서 U을 100%로 역추출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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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7. Stripping yield of U(VI) from 30 vol.% TBP by Na2CO3 with 

            a change of phas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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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로부터 U, Tc, Np 공추출 후 이들을 순차 분리하기 위해서는 

Np 역추출 시 Tc의 동반 역추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5M  질산에 의한 

Tc 역추출을 시킨 후 Np을 역추출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고, Np과 U을 상호 분리하기 위해서는 역추출 용액의 산도 변화에 의한 분

배계수 차이를 이용하는 것보다 U 산화가를 변화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Np

를 5가로 환원하여 U으로부터 Np 분리를 한 후, 마지막으로 유기상에서 U

을 회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유기상으로부터 U, Tc, 

Np을 순차분리 하기 위한 순서는 공추출→Tc 분리→Np 분리→U 분리가 되

어야 한다. 

  Fig. 2.1-38에는 U, Tc, Np 순차분리와 이들의 공추출 흐름도와 이때의 조

건이 나타나 있고 Table 2.1-2에는 이의 실험 결과인 각 단에서 역추출율과 

초기 주입용액 농도에 대해 역추출된 각 핵종의 농도비가 나타나 있다.   

 Table 2.1-2 Co-extraction yield and stripping yield of Tc, Np and U

       Step

Element

Co-extraction 

yield

 at1.10 Volt

O/A=2

Tc stripping 

with 

 5M HNO3
A/O=2

Np stripping 

with 

 1.1 Volt

A/O=2

U stripping 

with 

 5M HNO3
A/O=2

Np 90.6%
Stripping yield 6.8 % 62.1 % 100 %

Caq/Caq.feed 6.2 % 42.4 % 32 %

Tc 51.1%
Stripping yield 96.1 % 86.9 % 100 %

Caq/Caq.feed 49.1 % 1.7 % 0.3 %

U 95.5%
Stripping yield 2 % 9.2 % 100 %

Caq/Caq.feed 1.9 % 8.7 % 84.9 %

  본 연구의 실험은 모두 1단 기준으로 실험을 수행 한 것이다. 추출에서는 

상비(O/A)를 2로 하 으며, 역추출은 상비(A/O)를 2로 하 다. 공추출 시 상

비를 증가시키면 추출율이 증가 하나 상비 3 이상에서는 Nd 등의 일부 RE

가 동반 추출될 수 있어 상비 3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

된다.[40] 현재의 추출 및 역추출율의 결과를 가지고 다단에서 각 핵종의 추

출 및 역추출 거동을 SEPHIS code 모사를 한 결과 8단∼10단 정도를 사용

하는 경우 모든 핵종의 공추출 및 순차 역추출율은 99%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1단 추출(또는 역추출) 시 추출율(또는 역추출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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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8. Flow diagram of co-extraction and sequential stripping of 

            U/Np/Tc.



- 116 -

50∼60% 정도이고 상비가 2∼3이면 단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최종 추출 및 역

추출율을 99% 정도까지 만족시킬 수 있다. 

  전체적으로 U은 추출/역추출에 문제가 없음을 볼 수 있으나, Np의 경우는 

추출과정은 좋으나 역추출율이 다소 작은 것과, Tc의 경우 역추출율은 좋으

나 초기 공추출율이 낮은 것이 다단 추출시 단수를 줄이기 위해서 개선되어

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Tc의 추출율을 증진시키면서 기타 R.E.

의 동반추출을 최소화하는 추출제의 개선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며, 또한 

Np의 역추출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해 역추출을 위

한 용액의 장치 내 체류시간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라. 결 언 

       (1) 질산농도가 2M 이하에서는 질산의 전기화학적 산화/환원이 일어

나지 않고, 질산 농도 2M 이상에는 질산의 환원 반응이 느려 용액이 전극과 

환원전위에서 충분한 접촉이 이루어진 후에야 아질산이 생성된다. 

       (2) 질산 농도 2M 이상에서 생성된 아질산은 환원 전위에서 급격한 

자동촉매 반응에 의해 대단히 높은 아질산 환원 분해 반응을 보이며 NOx로 

환원된다.

       (3) 아질산은 sulfamic acid에 의해 효과적으로 분해 되며 질산 3.5M

에서는 아질산의 완전한 분해를 위해 sulfamic acid 농도가 최소한 0.05M 이

상이 되어야 한다.   

       (4) 본 연구에서 상용된 Np용액에는 Np(IV)가 없이 Np(V)와 Np(VI) 

만이 존재하고 질산농도 0.5M∼5.5M에서 Np(V)의 조성은 32%∼18%이었다. 

       (5) Np 용액 중에 공존하는 Np(V)를 Np(VI)로 전해적 방법으로 산

화시킨 후 분배계수는 5 배정도 증가하 다.  

       (6) 10
-5M 이하의 아질산은 Np(V)의 산화반응을 촉진 시켜주는 촉매 

역할을 하고 10-4M 이상의 아질산은 Np(VI) 에 대해 환원제로 작용하 다. 

       (7) Np(V)의 산화를 하는 경우 질산의 전해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아

질산을 분해제거 시키기 위한 sulfamic acid는 필요 없었다. 

       (8) 30 vol.% TBP 를 이용한 질산 2M 용액에서 U, Tc, Np의 공추

출 및 이들의 순차 역추출을 위해서는 공추출→Tc 분리→Np 분리→U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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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가 적절하 다. 

       (9) U, Tc, Np의 공추출을 위해서는 용액 중에 공존하는 Np(V)를 

+1V vs SSE의 전위를 가지고 Np(VI)으로 산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10) 역추출을 위해 Tc는 5M 질산을, Np은 +0.5V vs SSE의 전위를 

가지고 Np을 Np(V)으로의 환원을, U은 0.3M Na2CO3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

하 다. 그리고 추출 상비(O/A) 및 역추출 상비(A/O)는 모두 2∼3을 유지하

는 것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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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학적방법에 의한 U/Np/Re(/Tc) 산화 공분리 및 순차분리

     가. 서 언

        장수명핵종군 중에서 Tc(Tc-99), Np(Np-237)은 각각 반감기가 2.13 

x105년, 2.14x10
6
년으로[1-3], 방사성 독성이 크고 다른 장수명 핵종인 Am, 

Cm보다 지하에서의 핵종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ANL 개념이 도입된 ICRP 

30에 의거 우선적으로 분리해야 할 핵종으로 권고되고 있다[4,5]. 질산 매질

의 HLW에서 Tc은 TcO4
-
 즉, Tc(Ⅶ)로 존재하고 있는데 반하여[6,7], Np은 

Np(Ⅳ), Np(Ⅴ) 및 Np(Ⅵ)로 존재하고 있으며, 2M 이하에서는 주로 Np(Ⅴ)

로, 3M 이상에서는 불균등화 반응에 의거 Np(Ⅳ) 및 Np(Ⅵ) 등이 공존한다

고 발표되고 있다[8-10]. 한편 U은 거의 모두 U(Ⅵ)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

므로 주로 Ⅲ가로 존재하고 있는 Am, Cm 등과는 산화가 상태 및 고유 특성

이 상이하여 이를 함께 분리할 수 없고 따로 분리해야 한다[1,2]. 또한 U은 

핵분열성물질로 이를 핵변환 시키면 새로운 장수명 핵종이 재생성되므로 따

로 분리하여 처리해야한다. 

  Tc, Np의 분리법으로는 용매추출법, 침전법, 흡착법, 이온교환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TBP에 의한 용매추출을 선정

하 다[7-12]. TBP에 의한 Tc의 추출은 Tc 자체의 추출능은 낮으나, 미량의 

U 또는 Zr이 함유된 상태에서는 Tc 단독으로 있는 경우보다 추출능이 상승

되고 있다[7,13,14]. 한편 Np의 추출능은 Np(Ⅵ)>Np(Ⅳ)》Np(Ⅴ)순으로, Np

(Ⅴ)는 추출력이 매우 낮아 V(Ⅴ), KMnO4, Ce(Ⅳ), K2Cr2O7 등의 산화제나 

HAN(Hydroxyl amine nitrate), U(Ⅳ), Ferrous sulfamate 등의 환원제를 첨

가하여 추출성이 높은 Np(Ⅵ)나 Np(Ⅳ)로 변화시켜 수행한다[8-12,15,16,18]. 

그리고 지금까지의 TBP에 의한 Tc, Np의 분리 연구동향을 보면 U의 농도

가 높은 역(약 0.1 M 이상)에서 Tc, Np이 U과 함께 상당량이 공추출되고, 

나머지는 추잔상(raffinate)에 분배되어 존재하고 있음으로 이를 제거하는 즉, 

U의 정제도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주로 연구가 수행되었을 뿐, 본 연구 계

와 같이 U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양(약 10
-3
M 정도)이 존재하는 경우에서

의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LW로부터 Tc, Np 그리고 미량 존재하고 있는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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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공추출 한 후 이를 선택적으로 개별 분리할 수 있는 순차분리 공정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하 다.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는 Tc 자체가 TBP에 

의한 추출능이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추출능이 증가되는 원인 규명과 이

에 향을 미치고 있는 공존원소들의 거동을 고찰하는데 그리고 U과 Tc 만

이 공추출 되고 기타 원소는 모두 추잔상에 잔존할 수 있는 조건 설정에 주

안점을 두어 수행하 다. 이 때 Tc은 방사성물질인 Tc-99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Tc과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고 Tc의 방사화학적 실험 수행에 가장 보

편적인 대체물로서 활용되고 있는 Re(질산 매질에서 ReO4
-
 즉, Re(Ⅶ)로 존

재)을 선정하여 수행하 다. 다음으로는 Np의 산화 거동 및 TBP에 의한 산

화된 Np의 추출 거동 규명과 이때 공존하는 원소들의 향 그리고 U과 Np 

만이 공추출되고 기타 원소는 모두 추잔상에 잔존할 수 있는 조건 설정에 

주안점을 두어 수행하 다. 마지막으로는 Np의 산화제가 첨가될 시 Re의 추

출에 미치는 향 및 Re과 Np이 모두 함유된 10성분 계 용액을 대상으로 

Re, Np, U의 공추출과 이의 선택적 역추출 거동 규명 그리고 연속 추출장치 

운전 시 요구되는 조업조건을 고찰하 다

  

     나. 실 험 

       (1) 모의용액 제조 

           모의용액은 본 연구의 관심 대상 핵종인 Re, Np과 미량의 U에, 

산화가 Ⅲ가의 MA 및 RE의 대표원소로 Nd 및 Y, 알카리금속의 Cs, 알카리

토금속의 Sr, 그리고 용매추출 전 공정에서 문제핵종으로 작용하고 있는 Zr, 

Mo 및 Fe 등이 함유되어 있는 총 10 성분계로 구성하 다. 각 원소의 화학

적 조성 및 농도는 Table 2.2-1과 같다. 용액 제조 시 사용된 모든 시약(Re 

및 Mo를 제외하고는 모두 질산염 형태) 및 Np의 산화제/환원제로 각각 이

용한 NH4VO3, K2Cr2O7과 NBA(normal butyraldehyde : n-C4H8O)는 모두 특

급 시약으로 기타의 정제과정 없이 직접 사용하 다. 

  한편 Np은 국의 AEA technology사 제품의 방사성 동위원소인 Np-237

를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실제 HLW(2M 질산) 내 Np은 대부분이 Np(Ⅴ)

로 존재한다고 보고되고 있어[6,8,18], 30% TBP에 의해 1회 추출 한 수용상

을 사용하여 모의용액 내 Np(Ⅴ)가 90% 이상 존재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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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1. Chemical compositions and concentrations of the simulated

             HLW containing the 10 components

Element Compound Concentration, (M)

Estimate HLW [6] Simulated HLW

Np

Tc

Re

U

Zr

Mo

Fe

Nd

Y

Cs

Sr

Np-237

Re2O7
UO2(NO3)2 6H2O

ZrO(NO3)2 2H2O

(NH4)6Mo7O24 4H2O

Fe(NO3)3 9H2O

Nd(NO3)3 6H2O

Y(NO3)3 5H2O

Cs(NO3)

Sr(NO3)2

0.0015

0.015

-

0.0076

0.069

0.069

0.038

0.0434

0.0084

0.0371

0.0165

Tracer

-

0.015

0.008

0.066

0.069

0.038

0.043

0.008

0.037

0.017

H+ HNO3 2.0 2.0

 

       (2) 추출용매 제조 

           TBP에 의한 질산의 추출은  H
+ + NO3

- + TBP ⇒ (HNO3)TBP

로 알려져 있다[19]. 여기서 밑줄은 유기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TBP을 직

접 사용하는 경우 추출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수용상의 질산 농도가 상당량 

변화하게 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Np의 추출 전에 유기상을 질산과 

선평형(pre-equilibration) 시켜야 한다. Table 2.2-2는 선평형 여부에 따른 

수용상에서의 질산 농도이다. 

Table 2.2-2. Concentrations of nitric acid in 30% TBP/dodecane

Initial concentration of 

HNO3, [M]

Concentration of HNO3 in the aqueous phase, [M]

(1)
+

(2)
++

1

2

3

4

0.83

1.68

2.54

3.42

0.96

1.96

2.96

3.94

 (1)
+
  :  Equilibration between fresh aqueous and fresh organic phase

 (2)
++ 
:  Equilibration between fresh aqueous and once-equilibrated

         organic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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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는 선평형을 거치지 않은 경우로 수용상의 질산 농도가 초기 질산 농

도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2)
++
는 선평형을 거친 경우로 수

용상의 질산 농도가 초기 질산 농도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추출용매는 추출제인 TBP(Junsei Chemical Co. Ltd., 순도 99.5%)를 희

석제인 n-dodecane과 혼합한 후, 질산 용액에 의해 선평형 되어진 유기상을 

다시 여과지로 미량의 수분을 제거하여 준비하 다. 

       (3) 실험 방법

           Re의 추출 특성 및 Np의 산화추출 특성 실험은 ① 기준이 되는 

Re 또는 Np 만이 함유된 단일성분계 모의용액, ② 상기 모의용액에 U, Zr, 

Mo, Fe, Nd 등의 원소가 각각 하나씩 첨가된 이성분계, ③ U과 Zr 만이 첨

가된 삼성분계, ④ 상기 핵종에다 Y, Cs, Sr이 더 첨가된 9성분계 용액으로 

구분하여 수행하 다. 반면에 Re/Np/잔존 U의 산화 공추출 및 순차분리 실

험은 Np의 산화제가 첨가된 상태에서 Re의 추출과 Re이 첨가된 상태에서의 

Np의 산화추출 거동을 규명하 고, 다음으로는 10성분계의 용액(Np의 산화

제로 1g/L NH4VO3 함유)을 대상으로 하여 Re/Np/U의 공추출과 이의 선택

적 역추출 특성 규명을 수행하 다.

  모든 실험은 회분식으로 상온에서 수행하 다. ① 추출시험은 20mL 용량

의 vial에 미리 제조된 모의용액과 추출제인 TBP/n-dodecane(이후 TBP로 

기술) 및 질산 용액을 각각의 실험 조건에 맞추어 일정량씩 취한 후, ② 산

화 시험은 20mL 용량의 vial에 모의용액과 산화제를 일정량 취한 후, ③ 순

차분리는 30% TBP 및 O/A=2에서 추출된 유기상을 대상으로 하여 Np의 역

추출은 환원제인 NBA와 2M 질산 용액을, Re의 역추출은 고산도의 질산 용

액을, U의 역추출은 저 산도의 질산 용액을 각각의 실험 조건에 맞추어 일

정량씩 취하여 수행하 다. 

  그런 다음 이를 각각 온도와 시간조절기가 부착된 진탕기(dry air bath 

shaker, 국제과학 model: 36-sin-100)을 이용하여 진탕하여 완전히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유기상과 수용상으로 분리하여 수용상에 존재하는 금속

이온의 농도를 분석하 다. 이때 유기상에 있는 금속이온의 농도는 물질 수

지식에 의해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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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석

           수용상의 Re, U, Zr, Mo, Nd 및 Y 농도는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Model: ISA Jobin-Yvon JY 50P and 

JY 38 Plus)에 의해, 기타 Fe, Cs 및 Sr의 농도는 A.A(atomic adsorption 

spectrophotometer, Hitachi Model: 180.80)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인 Np-237은 MCA(multichannel analyzer, Model: OXFORD 

TENNELEC TC702, HPGe detector)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수용상 내 질

산 농도의 분석은 0.1N NaOH를 적정용액으로 이용하여 자동적정 분석기

(Model: Metrohm 716 DMS Titrino)로 각각의 수소이온(H
+
) 농도를 분석하

여 측정하 다. 한편 추출율(extraction yield, E(%)) 및 역추출율(stripping 

yield, S(%))은 유기상 및 수용상에 존재하고 있는 각 금속 원소의 농도를 

분석하여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 다.

      E(%)= 100 x RD/(1+RD),    S(%)= 100 -E 

   여기서 R : O/A(volume of organic phase/volume of aqueous phase) 비

          D : 분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 : COrg./CAq. )

          COrg., CAq. : 유기상 및 수용상에서의 각 원소 농도(mol/L)

     다. 결과 및 고찰 

       (1) Re의 추출 특성

         (가) 단일 성분계(Re-HNO3)

              Fig. 2.2-1에는 0.015M Re 및 30% TBP에서 초기 질산농도 

변화에 따르는 Re 및 문헌치의 Tc 추출율과 이 때 유기상으로 추출된 질산

의 농도 및 자유 TBP 농도가 나타나 있다. 질산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추출

이 되지 않고, 질산 농도1M 까지는 질산농도 증가에 따라 추출율이 증가하

다가 1M 이후에서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Pruett 

및 Jassim 등의 결과[20,21] 즉, 질산 농도 0.6∼1.0M 에서 추출율이 최대치

에 도달하 다가,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과 유사한 경향이다. 

  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전혀 추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질산 계에

서의 Re 추출은 TBP와는 직접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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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concentration of nitric acid, (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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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Extraction yields of Re and Concentrations of free TBP and

           nitric acid in organic phase with nitric acid concentration 

           at 30% TBP and 0.015M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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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O4(perrhenatic acid)형태로 식(1)에 의해 추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20,23]. 여기서 밑줄은 유기상을, TBPf는 추출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즉, 자

유 TBP 농도(free TBP concentration)를 의미한다. 

H+ + ReO4
- + 3 TBPf ⇒ (HReO4) 3TBP                          (1)

  Re-HNO3 계의 경우 TBP에 의한 질산의 추출이 식(2)와 같이 이루어지므

로 자유 TBP의 농도는 [TBP]f=[TBP]i-[HNO3]-3[HReO4] 의해 계산되어 진

다. 이 때 [TBP]i는 초기 TBP 농도로 30% TBP의 경우 1.1M 이다.

 H
+ + NO3

-
 + TBPf ⇒ (HNO3)TBP                                (2)

  그리고 HReO4의 해리상수(dissociation constant)가 17.8 임[23]을 고려하여 

수용상에서 완전히 해리 된다고 가정하면 Re의 분배계수, DRe-HNO3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며, 여기서 KRe-HNO3는 식(1)의 평형상수를 의미한다.

 DRe-HNO3 = KRe-HNO3 [H
+][TBP]3f                                    (3)

  식(3)으로부터 Re의 추출은 수용상에서의 [H
+] 농도와 유기상에서의 자유 

TBP 농도 간의 경쟁 반응으로 자유 TBP 농도에 의해 보다 크게 향을 받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질산 농도 1M 이하에서는 Fig. 2.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산이 추출된 후에도 Re을 추출할 TBP의 농도 즉, 자유 TBP 

농도가 Re을 추출하기에 충분할 만큼 여유가 있어 질산 농도의 증가에 따라 

추출율이 증가한다. 반면에 1M 이상의 질산에서는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상당량의 질산이 추출되고, 이로 인하여 Re의 추출에 이용될 TBP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여 질산 농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추출율이 급격

히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Pruett [24]이 수행한 Tc과 비교하여 보면 

추출 거동이 거의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Re과 Tc이 질산 매질에서 

각각 ReO4
-
 및 TcO4

-
 즉, Ⅶ가의 산화가 상태로 존재하며 이의 화학적 성질

이 유사한데 기인하는 것 같다. Tc의 추출능은 분배계수 측면에서 약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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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배 정도 Re 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25], 본 연구의 결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Fig. 2.2-2에는 2M HNO3 및 30% TBP 에서 Re의 농도 변화에 따르는 

Re의 추출율이 나타나 있다. Re의 농도에 따라 거의 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Re 농도의 변화에 비해 자유 TBP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2.2-3에는 0.015M Re 및 2M HNO3 에서 

자유 TBP의 농도 변화에 따르는 Re의 추출율 및 분배계수로서, 자유 TBP 

농도 증가에 따라 추출율이 증가하며 1.27M(초기 TBP의 농도 50%)의 경우 

약 51% 정도가 추출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식(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상

의 [H
+
] 농도가 거의 일정한 상태에서 Re의 추출은 자유 TBP 농도에 크게 

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Re의 분배계수 향은 자유 TBP 

농도에 2.86승에 비례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발표된 문헌과도 일치하고 있다

[20-22]. 여기서 중요한 점은 Re을 많이 추출한다는 차원에서 TBP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농도 증가에 따라 유기상의 도와 점도가 함께 높아져 연

속공정 조업에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므로 적절량을 선정해야 한다. 통상 연

속공정 조업 시 30% TBP가 추천되고 있다. Fig. 2.2-4에서는 0.015M Re, 

2M HNO3 및 30% TBP에서 O/A 비 변화에 따르는 Re의 추출율이 나타나 

있다. O/A 비 증가에 따라 추출율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으

며, O/A=2에서 약 53% 정도가 추출됨을 알 수 있다. 이는 O/A 비 증가에 

따라 유기상 내 자유 TBP 농도가 증가된 데 기인한 것으로, 동일상비에서 

TBP의 농도를 증가시켜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나) 이성분계(Re-x element(x : U, Zr, Mo, Fe, Nd)-HNO3) 

              Re의 추출에 미치는 공존원소들의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Re에 U, Zr, Mo, Fe 및 Nd 등을 각각 하나씩 첨가하여 수행하

다. 그리고 실제 HLW의 질산농도가 2M 이고, Tc의 농도가 0.015M임을 

고려하여 질산농도는 2M, Re의 농도는 0.015M로, TBP 농도는 30%로 고정

하 다. 

  Fig. 2.2-5에는 이성분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첨가된 U, Zr, Mo, Fe 및 Nd

의 농도 변화에 따른 Re의 추출율이 나타나 있다. 동일 조건에서 Re이 단독

으로 존재할 때의 추출율이 약 16.5% 정도임을 고려할 때 Mo, Fe 및 N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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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첨가는 Re의 추출율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Re

이 상기 원소와는 착물을 형성하지 않고, 단지 질산에 의해 Re이 추출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험 조건은 다르지만 Wilson의 결과[26]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U 또는 Zr이 첨가될 시에는 농도 증가에 따라 추출율이 증가하며 증

가 폭 또한 U 보다는 Zr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앞 원소와는 달리 Re이 

U(Ⅵ) 또는 Zr(Ⅳ)와 착물을 형성하여 추출된 데 기인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U 또는 Zr이 첨가된 계에서의 Re 추출은 질산에 의한 Re의 추

출 즉, (HReO4)3TBP의 추출이 무시된 상태로, UO2(ReO4)(NO3)2TBP 또는  

Zr(ReO4)(NO3)32TBP 형태로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추출된다고 보고되고 

있다[21, 27-29]. 

  U 첨가 시 :  UO2
2+
+NO3

-
+ReO4

-
+2 TBPf ⇒ UO2(ReO4)(NO3) 2TBP   (4)

               UO2(NO3)2 2TBP+ReO4
- ⇒ UO2(ReO4)(NO3) 2TBP+NO3

-(5)

Zr 첨가 시 :  Zr4++3 NO3
-
+ReO4

-
+2 TBPf ⇒ Zr(ReO4)(NO3)3 2TBP   (6)

                Zr(NO3)4 2TBP+ReO4
- ⇒ Zr(ReO4)(NO3)3 2TBP+NO3

-  (7)  

 

  그러나 본 연구 계와 같이 질산농도 2M에서 약 16.5% 정도의 Re이 추출

되고 있는 경우 질산에 의한 Re 추출을 무시할 수 없으며, 특히 Zr의 경우 

식(6)에 의한 반응을 가정할 시 Re이 Zr과 함께 추출되는 것인데도 불구하

고 Fig. 2.2-7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Zr의 추출율이 매우 적어 이의 적용

에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Re의 추출반응을 질산에 의한 추출

과 U의 경우는 식(5), Zr의 경우는 식(7)에 의한 추출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수행하 다. 이 때 Re의 분배계수, DRe-U 및 DRe-Zr은 다음과 같이 

각각 표현된다. 여기서 DRe-HNO3은 U 또는 Zr이 첨가되지 않은 질산 계에서

의 Re 분배계수로 식(3)과 같이 표현되며, KRe-U 및 KRe-Zr는 각각 식(5) 및 

식(7)의 평형상수를 의미한다. 

 U 첨가 시 :  DRe-U = DRe-HNO3  + KRe-U [UO2(NO3)2 2TBP]/[NO3
-
]  (8) 

Zr 첨가 시 :  DRe-Zr = DRe-HNO3  + KRe-Zr [Zr(NO3)4 2TBP]/[NO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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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2-6은 식(8)과 식(9)로부터 [UO2(NO3)22TBP]/[NO3
-
]와 [Zr(NO3)4 

2TBP]/[NO3
-]에 대한 (DRe-U-DRe-HNO3 )와 (DRe-Zr-DRe-HNO3)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U의 경우 기울기는 0.93, Zr의 경우 1.08 정도를 얻어 상기 추출 식

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때 절편으로부터 KRe-U 및 KRe-Zr 

값을 각각 6.03 및 478.6 을 얻었다. 이는 Re이 U 보다는 Zr에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추출됨을 보여 주는 것으로, 추출율의 증가 폭이 U 보다는 Zr이 

크다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상기 현상은 Tc을 대상으로 미량의 Zr을 첨가

하여 수행한 Macasek의 결과[29]와는 유사하지만, Re을 대상으로 U을 첨가

하여 수행한 Pruett 결과와는 상반된다[24]. 이는 초기 U의 농도가 0.21M로 

본 연구보다 매우 높은 농도로서 TBP에 의해 U이 우선적으로 추출되어 Re

이 추출할 수 있는 자유 TBP의 농도가 매우 감소한데 기인하는 것 같다.

  Fig. 2.2-7에는 2성분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첨가된 U, Zr, Mo, Fe 및 Nd

의 농도 변화에 따른 이들 원소의 추출율이 나타나 있다. U을 제외하고는 

거의 추출되지 않으며, U의 경우 약 95% 정도가 추출되었다. 이는 U을 제

외하고는 첨가된 각 원소의 TBP에 대한 분배계수 값이 0.01 이하로 매우 적

은데 기인한다[10,19]. 

  Fig. 2.2-8은 2g/L의 U 및 6g/L의 Zr을 각각 첨가한 상태에서 O/A 비 변

화에 따른 Re의 추출율을로서 O/A 비 증가에 따라 추출율이 증가하는 일반

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음을 재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2-9에는 O/A 비 변화에 따른 U 및 Zr의 추출율이 나타나 있다. U

의 경우 U의 농도 및 O/A 비의 증가에 따라 추출율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Zr의 경우는 거의 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Zr 농도가 6g/L, O/A 비

가 2인 조건에서는 Zr의 상당량이 공추출되고 있다. 이는 HLW 내에 Zr의 

함량이 0.069M(약 6.29 g/L)임을 고려할 때[6], 본 연구의 목적인 U과 Re 만

을 공추출하여 분리하고 기타 원소는 추잔상에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O/A 비

는 2 이하 약 1.5 정도에서 조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다) 삼성분계(Re-U-Zr-HNO3)

              공존원소 중에서 Re의 추출에 향을 미치는 원소인 U과 Zr

만을 혼합하여 각 원소의 농도 조성을 변화시키면서 주 향 원소를 고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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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수행하 다. 

  Fig. 2.2-10에는 U과 Zr의 농도 변화에 따른 Re의 추출율이 나타나 있다. 

U의 농도 변화에는 거의 향이 없으나, Zr의 농도 증가에 따라서는 추출율

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6g/L의 Zr이 단독으로 첨가될 시 Re의 추출

율이 28.7%인 것을 고려하여 볼 때 6g/L의 Zr에 10g/L의 U이 공존하고 있

어도 Re의 추출율이 29.2% 정도로 거의 실험오차 범위에서 변화하고 있다. 

이는 Re이 U와 Zr에 모두 착물을 형성하여 즉, Re의 분배계수가 식(9)로 표

현되어, 추출율의 상승효과(synergetic effect)를 갖고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결과를 벗어난 것으로, 미량의 U과 Zr이 공존하고 있을 때는 Re이 Zr에만 

향을 받아 추출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DRe = DRe-HNO3 + KRe-U [UO2(ReO4)(NO3)2TBP]/[NO3
-
] + 

               KRe-Zr [Zr(ReO4)(NO3)3 2TBP]/[NO3
-]          (9)

  이런 현상은 U 농도가 높은 다성분계 용액에서 Tc에 대한 KTc-U 및 

KTc-Zr가 각각 0.33, 1670으로 얻어진 결과[13]와 유사하다.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은 Re의 추출에 앞서 Zr에 대한 추출 거동이 보다 상세히 규명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Re의 추출에 주안점을 두어 이에 대한 연구는 수행하

지 못했다. 

         (라) 9 성분계(Re-U-Zr-Mo-Fe-Nd-Y-Cs-Sr-HNO3)

              Fig. 2.2-11에는 O/A=1과 1.5에서 함께 첨가된 각 원소의 추

출율을 나타내었다. 앞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Re과 U을 제외하고는 거의 추

출되지 않고 있고 있으며, O/A=1에서 Re은 28.1%, U은 96.1%가 추출되었

다. 이는 6g/L의 Zr이 단독으로 첨가된 경우 Re의 추출율이 28.7% 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일치하고 있어, Re의 추출은 주로 Zr에만 향을 받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O/A=1.5의 조건에서 Re 및 U의 추출율이 각각 

44.1%, 98.1%여서 U과 Re 만을 공추출하여 분리할 경우 TBP의 농도를 증

가시키는 것보다는 O/A 비를 증가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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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p의 산화추출 특성

         (가) 단일성분계(Np(or U)-HNO3)

          ① 산화제 향 

             Fig. 2.2-12에는 2M HNO3 및 30% TBP에서 산화제 K2Cr2O7 

및 NH4VO3의 농도 변화에 따르는 Np과 U의 추출율이 각각 나타나 있다. U

의 추출율은 산화제의 종류 및 농도 변화에 따라 거의 향이 없이 약 92% 

정도가 추출되었다. 이는 U이 질산 용액에서 TBP에 대한 추출성이 좋은 U

(Ⅵ) 즉, UO2
2+
로 존재하는데, 그리고 산화제가 첨가되는 경우는 Table 2.2-3

에서 보는 봐와 같이 V(Ⅴ) 및 Cr(Ⅵ)의 표준 환원전위(standard reduction 

potential)가 U(Ⅵ)/U(Ⅳ) 보다 커, U의 산화가 상태가 변화하지 않고 U(Ⅵ)

로 존재하는데 기인한다. 반면에 Np은 산화제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 약 

12% 정도가 추출되었다. 이는 2M의 질산에서 Np(Ⅴ)가 약 90% 정도 존재

한다는 Tanaka의 결과[18]와 유사하며 Np(Ⅴ)의 분배계수가 0.01(추출율 약 

1%) 정도임을 고려할 때[8-10] 본 연구에서 사용된 Np의 산화가 상태는 

Np(Ⅴ)가 88%, 기타 Np(Ⅵ) 및 Np(Ⅵ)가 12% 정도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2-3. Standard reduction potentials for V, Cr, Np and U.

Element REDOX 

Couple

Reduction-Oxidation system Standard

Potential[30,31]

V

Cr

Np

U

V
+5
/V
+4

Cr
+6
/Cr

+3

Np
+5
/Np

+4

Np
+6
/Np

+4

Np
+6
/Np

+5

U
+6
/U
+4

VO2
+
+2 H

+
+e
-
 ⇒ VO

2+
+H2O

Cr2O7
2-
+14 H

+
+6 e

-
 ⇒ 2 Cr

3+
+7 H2O

NpO2
+
+4 H

+
+e
-
 ⇒ Np

4+
+2 H2O

NpO2
2+
+4 H

+
+2 e

-
 ⇒  Np

4+
+2 H2O

NpO2
2+
+ e

-
 ⇒  NpO2

+

UO2
2+
+4 H

+
+2 e

-
 ⇒  U

4+
+2 H2O

1.00 V

1.38 V

0.68 V

0.92 V

1.15 V

0.33 V

   

  그리고 K2Cr2O7의 경우 NH4VO3의 보다 약 10∼20% 정도 Np의 추출율을 

증가시키고 있어, K2Cr2O7가 보다 강력한 산화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산화

제 농도가 증가할 수록 즉, K2Cr2O7의 경우 89%에서 92%로, NH4VO3의 경

우는 70%에서 80%로 Np의 추출율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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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K2Cr2O7 at 2M HNO3 and 30% T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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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Np과 각 산화제간의 다음과 같은 반응식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K2Cr2O7 및 NH4VO3에 의한 Np의 산화 반응은 각각 식(10)과 식(12)로, 이때

의 [NpO2
2+
]/[NpO2

+
]의 비 즉, Np(Ⅵ)/Np(Ⅴ) 비는 식(11) 및 식(13)으로 나

타낼 수 있다[10].

    <K2Cr2O7의 경우>

NpO2
+
 + 1/6 Cr2O7

2-
 + 14/6 H

+
 ⇒ NpO2

2+
 + 1/3 Cr

3+
 + 7/6 H2O   (10)

    [NpO2
2+
]/[NpO2

+
] = K[Cr2O7

2-
]
1/6
 [H

+
]
14/6
/[Cr

3+
]
1/3
 ;  K= 7.74 x 10

3 
 (11)

    <NH4VO3의 경우>

NpO2
+
 + VO2

+ 
+ 2 H+ ⇒ NpO2

2+
 + VO2+ + H2O                  (12)

  [NpO2
2+
]/[NpO2

+
] = K[VO2

+
][H

+
]
2
/[VO

2+
]  ;  K = 2.91 x 10

-3
       (13)

  여기서 K는 산화 반응의 평형상수로서, Table 2.2-3의 표준환원전위 값으

로부터 계산되었다. 산화된 NpO2
2+ 즉, Np(Ⅵ)의 TBP에 대한 추출반응은 식

(14)와 같이 알려져 있으며[8-10], 분배계수, DNp(Ⅵ)는 식(15)로 표현된다. 

NpO2
2+
 + 2 NO3

-
 + 2 TBP ⇒ NpO2(NO3)2 2TBP                  (14)

DNp(Ⅵ) = k [NO3
-]2 [TBP]2                                       (15)

  여기서 k는 추출 반응의 평형 상수이다. 상기 식으로부터 Np(Ⅴ)의 산화는 

산화제의 농도 및 H+ 농도에, 산화된 Np(Ⅵ)의 추출은 NO3
-
 농도와 TBP 농

도에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Np만의 추출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K2Cr2O7와 같은 

강력한 산화제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만, 강력한 산화제의 이용은 

공존하는 타 원소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즉, Ru은 모두 RuO4로 산화 시켜 

휘발하게 되고, Ce은 TBP에 추출성이 매우 낮은 Ce(Ⅲ)를 추출성이 높은 

Ce(Ⅳ)로 전환하게 되어[10,32], U과 Np 만을 공추출 하고 기타 원소는 모두 

추잔상에 잔존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치의 부식문제나 HLW 내 염(salt)의 증가 그리고 유기상으로 추출된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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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를 다시 Np(Ⅴ)로 환원하여 역추출 하는데도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록 산화력은 떨어지지만 Np만을 산화시키고 

기타 원소에는 별 향을 미치지 않는 V(Ⅴ) 즉, NH4VO3를 산화제로 선정

하 으며, 이 산화제의 경우 1g/L 이상에서는 거의 추출율의 변화가 적어 이

의 농도를 1g/L(0.085M)로 고정하여 수행하 다.

          ② 추출시간 향 

             Fig. 2.2-13에는 1 g/L의 NH4VO3, 2M HNO3 및 30% TBP에

서 산화시간(이 때 추출 시간은 30분으로 고정)과 추출 시간(이 때 산화 시

간은 20분으로 고정)의 변화에 따르는 Np의 추출율을 나타내었다. 산화 시간 

20분 또는 추출시간 10분 후에는 Np의 추출율이 약 75% 정도에서 거의 일

정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Np의 산화 및 추출 소요 시간이 각각 20분, 10분 

정도가 소요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충분히 평형에 도달하기 

위하여 산화 및 추출 시간을 모두 30분으로 고정하 다.

          ③ 질산 농도, TBP 농도 및 O/A 비의 향

             Fig. 2.2-14는 30% TBP에서 질산 농도 변화에 따르는 Np의 

추출율로서 산화제의 첨가 여부에 관계 없이 질산 농도에 따라 추출율이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화제가 첨가(1 g/L의 NH4VO3)된 경우는 질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Np(Ⅵ)의 산화량이 증가하고, 추출 또한 NO3
-
 농도가 

증가하여 추출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산화제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 4M 질산 용액에서도 약 56%가 추출되었는데, 이는 식(16)과 같은 불균

등화 반응에 의거 Np(Ⅴ)가 TBP에 추출성이 좋은 Np(Ⅵ) 및 Np(Ⅳ)으로 일

부 전환된 데 기인하는 것 같다[8,9].

     2 NpO2
+
 + 4 H+ ⇒   Np4+ + NpO2

2+
  + 2 H2O                 (16)

  Fig. 2.2-15는 1g/L NH4VO3 및 2M HNO3에서 자유 TBP 농도 변화에 따

른 Np의 추출율 및 분배계수로서 자유 TBP 농도 증가에 따라 추출율이 증

가하며, 1.27M(초기 TBP의 농도 50%)의 경우 약 90% 정도가 추출되었다. 

또한 Np의 분배계수 향은 자유 TBP 농도의 1.91승에 비례하는데 Np의 

추출이 자유 TBP 농도의 2승에 비례하는 식(15)을 거의 만족시키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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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3. Extraction yields of Np with contacting time of oxidation and

            extraction at 1g/L NH4VO3, 2M HNO3 and 30% T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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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ic acid concentration of aqueous phase, [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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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4. Extraction yields of Np with concentration of HNO3 a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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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30% T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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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금까지 발표된 문헌과도 일치하고 있다[8-10]. 

  Fig. 2.2-16에는 1g/L NH4VO3, 2M HNO3 및 30% TBP에서 O/A 비 변화

에 따른 Np 및 U의 추출율이 나타나 있다. O/A 비 증가에 따라 추출율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으며, O/A=2에서 약 87%의 Np과 약 

98%의 U이 각각 추출되었다. 이는 O/A 비 증가에 따라 유기상 내 자유 

TBP 농도가 증가된 데 기인한 것으로, 동일 상비에서 TBP의 농도를 증가 

시켜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나) 이성분계(Np-x element(x : U, Zr, Mo, Fe, Nd)-HNO3)

              Fig. 2.2-17은 1g/L NH4VO3, 2M HNO3 및 30% TBP에서 이

성분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각 첨가된 U, Zr, Mo, Fe 및 Nd의 농도 변화에 

따른 Np의 추출율이 나타나 있다. Mo, Fe 및 Nd 등을 첨가하는 경우 농도 

증가에 따른 Np의 추출율이 75±3% 범위로, 동일 조건에서 Np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의 추출율이 약 75% 정도임을 고려할 때, 상기 원소들은 Np의 산

화추출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U이 첨가되는 경

우, 비록 5g/L 미만에서는 Np이 75±2% 범위에서 추출되지만, 대체적으로 

U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Np의 추출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

히 10g/L의 U 경우 약 66.3%가 추출되었다. 이는 TBP에 대한 추출능이 

UO2
2+>NpO2

2+으로, 그리고 U-TBP 간의 착물이 Np-TBP의 착물 보다 상대

적으로 강하게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33], 우선적으로 U이 먼저 추출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Np의 추출에 소요될 자유 TBP의 농도가 상대적으

로 감소한데 기인하는 것 같다. 실제로 본 실험에서 측정한 자유 TBP 농도 

또한 U이 5g/L 미만에서는 0.6M 이상인데 반하여, 10g/L에서는 0.38M이었

다. 이는 U 농도(0.1M 이상) 증가에 따라 Np의 추출율이 급격히 감소된다는 

Kolarik, Germain 등의 결과[13,34]와 유사한 경향이다.

  반면에 Zr이 첨가될 경우 Zr의 농도 증가에 따라 Np의 추출율은 88±2% 

범위로, 첨가되는 Zr의 양에는 별 향이 없었다. 그러나 Np이 단독으로 존

재할 때의 추출율인 75% 보다 약 13∼15% 정도가 증가된 추출율을 보이고 

있어, Zr의 존재 여부는 Np의 추출에 상승효과(synergetic effect)로 작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M 질산에서 TBP에 대한 Np(Ⅵ)의 분배계수가 

10 정도(추출율 약 91%)임을 고려하여 볼 때[8,9,13], 앞에서 얻어진 결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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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of organic volume to aqueous volume(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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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2-16. Extraction yields of Np and U with O/A ratio at 1g/L 

              NH4VO3, 2M HNO3 and 30% T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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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of each element,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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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7. Extraction yields of Np with concentration of each element in

            Np-x element-2M HNO3 system at 1 g/L NH4VO3 an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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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 추출 시 Re이 유기상에 추출된 Zr과 착물을 형성하여 추출율이 증가한 

것과 같이 산화된 Np(Ⅵ)이 Zr과 착물을 형성하여 추출되었다기 보다는, Zr

이 NH4VO3에 의한 Np(Ⅴ)의 산화반응에 촉매로 작용하여 산화량이 증가하

여 추출율이 증가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의 정확한 원인 규

명을 수행하지 못했다. 

         (다) 삼성분계(Np-U-Zr-HNO3)

              Np의 추출에 각각 상승 및 감소 효과로 작용하는 Zr과 U이 

공존하고 있을 때 즉, 삼성분계에서도 이성분계와 같은 향을 나타내는 지

를 고찰하기 위하여 수행하 다. 

  Fig. 2.2-18은 U과 Zr의 농도 변화에 따른 Np의 추출율로서, 삼성분계 또

한 이성분계와 같이 Zr의 농도 변화에는 거의 향이 없으나, U의 농도 증

가에 따라서는 추출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0g/L의 U 

및 6g/L의 Zr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 Np의 추출율이 각각 66.3%, 87.7% 

인데 반하여, 10g/L의 U과 6g/L의 Zr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 약 81.8% 다. 

이는 앞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U 및 Zr이 각각 Np의 추출에 감소 및 상승 

효과로 작용하는데, 이들이 공존하고 있을 때에는 상기 효과가 동시에 작용

한데 기인하는 것 같다. 즉, Zr에 의한 상승효과로 인해 Np+U의 경우보다는 

약 15% 정도가 증가된, 그리고 U에 의한 감소효과로 인해 Np+Zr의 경우보

다는 약 6% 정도가 감소한 81.8%가 추출된 것 같다. 그러나 5 g/L 이하의 

U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U의 농도 증가에 따라 Np의 추출은 다소 감소

하는 경향이나, 88±2%로 거의 실험 오차 내에서 존재하고 있어 U의 향은 

미미한 것 같다. 단지 Zr에 의한 상승 효과로 인해 Np+Zr의 경우와 거의 비

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라) 9 성분계(Np-U-Zr-Mo-Fe-Nd-Y-Cs-Sr-HNO3-TBP)  

              Fig. 2.2-19에는 1g/L의 NH4VO3, 2M HNO3 및 30% TBP에

서 함께 첨가된 각 원소의 추출율이 나타나 있다. Np과 U을 제외하고는 

TBP에 대한 각 원소들의 분배계수 값이 0.05 이하로 매우 적은데 기인하여

[10,19] 약 5% 미만에서 추출되었으며, Np은 약 89%, U은 약 93%가 추출되

었다. 이는 다성분계 용액을 대상으로 U의 농도가 높은 역(0.1 M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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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Np을 90% 이상 회수했다는 Koch의 결과[32]와 유사한 경향으로, U 및 

Zr의 농도를 각각 2g/L, 6g/L로 9성분계를 구성한데 기인한다. 

  즉, U의 농도가 5g/L 이하에서는 U의 농도에는 별 향 없이 단지 Zr에 

의한 상승 효과만 작용하여 추출되는 역으로, 상기 농도의 Np+U+Zr의 추

출율이 87.4%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어, 다성분계 

용액에서의 Np 추출 또한 Zr에 의한 상승 효과 만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Table 2.2-4에는 이성분 계 및 삼성분 계에서의 Np 추출율이 

나타나 있다.

Table 2.2-4. Extraction yields of Np in various systems containing the

             NH4VO3

Np-U (or Zr)-HNO3 system Np-U-Zr-HNO3 system

Concentration, [g/L] Extraction yield

 of Np, [%]

Concentration, [g/L] Extraction yield

 of Np, [%]U Zr U Zr

0 0 75.0 1

2

5

10

1

1

1

1

90.4

89.5

87.1

81.31

2

5

10

-

-

-

-

76.8

75.8

74.3

66.3

1

2

5

10

2

2

2

2

91.2

90.4

87.5

83.3

-

-

-

-

1

2

4

6

89.3

90.1

89.1

87.7

1

2

5

10

4

4

4

4

91.0

87.9

85.9

82.7

1

2

5

10

6

6

6

6

89.8

87.4

86.7

81.8

  이상의 결과로부터 미량의 U이 함유된 용액에서 V(Ⅴ)에 의한 Np의 산화

가 상태 조정을 통하여 즉, Np만을 Np(Ⅵ)로 산화시키고 기타 공존 원소에

는 향을 미치지 않게 하여 U과 Np만을 공추출하여 분리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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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e, Np 및 잔존 U의 산화 공분리 및 순차분리

         (가) Np 산화 분위기에서의 Re 추출 

          ① 질산의 향 

             Fig. 2.2-20에는 30% TBP(O/A=1)에서 초기 질산농도 변화에 

따르는 Re, Np 및 U의 추출율이 나타나 있다. Re의 추출 경향을 보면 앞 

연구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Np의 산화제(1g/L의 NH4VO3) 첨가 여부에 관계

없이 질산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추출이 되지 않고, 질산농도 1M 까지는 질

산농도 증가에 따라 추출율이 증가하다가 1M 이후에서는 급격히 감소고 있

다. 특이한 점으로는 Np의 산화제가 첨가될 경우 첨가되지 않은 경우보다 

약 3∼5% 정도 추출율이 감소하고 있다. 감소 정도가 실험 오차 범위 내에 

존재하고는 있으나, 이 값이 다음 항에서 고찰 한 TBP 농도 및 O/A 비의 

향에서도 일률적으로 감소하여 실험 오차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은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ReO4
- 즉, Re(Ⅶ)가 추출성이 

약한 Re(Ⅴ)로 일부 변환된 데 기인하는 것 같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의 원

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상기 결과는 산화/환원이 동반되는 질산매질

에서 Tc(Ⅶ)의 일부분이 Tc(Ⅴ) 또는 Tc(Ⅳ)로 전환된다는 것[35]과 유사하

나 이 또한 원인 규명 없이 현상학적으로만 관찰 된 결과이다. 

  한편 Np, U의 경우는 질산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으로 2M 질산

에서 각각 75.2%, 94.7%가 추출되었다. 이는 Np과 U의 추출이 식(17)과 식

(18)과 같이 되어[9,10] 질산농도가 증가할 수록 NO3
- 
농도가 증가되어 추출

율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Re이 첨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진 앞

의 연구 결과와 ±2∼3%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는 TBP에 대한 추출능 및 

착물 형성이 UO2
2+
>NpO2

2+
》ReO4

-
로 알려져 있어[8,24] 우선적으로 U이 추

출된 다음 Np이 추출되고 마지막으로 Re이 추출될 것이므로 Np과 U의 추

출에 Re의 첨가 여부는 별 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NpO2
2+ + 2 NO3

- + 2 TBP ⇒ NpO2(NO3)2 2TBP                (17)

UO2
2+
 + 2 NO3

-
 + 2 TBP ⇒ UO2(NO3)2 2TBP                  (18)

  이외에도 질산농도의 변화만으로는 Re, Np과 U을 선택적으로 개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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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0. Extraction yields of Re, Np and U with initial nitric acid

            concentration in single component system at 30% TBP 

            and O/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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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음과 질산농도를 약 4M 이상 높여주면 TBP에 추출된 Re를 효과적

으로 역추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TBP 및 O/A 비 향 

             Fig. 2.2-21에는 2M 질산, O/A=1에서 TBP의 농도 변화에 따

른, 그리고 Fig. 2.2-22에는 2M 질산 및 30% TBP에서 O/A 비 변화에 따른 

Re, Np 및 U의 추출율이 각각 나타나 있다. TBP 농도 및 O/A 비 증가에 

따라 추출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Re, Np 및 U의 추출이 식(1), (17), (18)

과 같이 되어 TBP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O/A 비 증가는 유기상 내 

자유 TBP 농도를 증가시켜 주는 것으로 동일 상비에서 TBP의 농도를 증가 

시켜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어 추출율이 증가하 다. Re의 경우 산화

제가 첨가될 시 추출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TBP 농도 및 O/A 비가 증

가할 수록 그 폭이 큼을 알 수 있다. 반면에 Np과 U의 경우는 Re이 첨가되

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진 앞의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어 Re의 첨가 

향은 없는 것 같다.

          ③ 성분 계의 향

             Np의 산화제 첨가에 따라 추출율이 감소하는 Re이 첨가되는 

원소에 따라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M 질

산, 30% TBP(O/A=1)에서 성분계 변화 및 산화제 첨가 여부에 따른 Re의 

추출율을 Table 2.2-5에 나타냈다.

Table 2.2-5. Extraction yields of Re in various component systems.

System Re(%) within NH4VO3 
system

Re(%) without NH4VO3
 

system

Re/Np 13.5 16.4

Re/Np/U 13.9 19.0

Re/Np/Zr 16.8 28.7

Re/Np/U/Zr 17.0 29.0

 

  이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산화제가 첨가된 경우 첨가되지 않은 

경우 보다 Re의 추출율은 낮았으나, 추출 거동을 보면 산화제의 첨가 여부에 

관계없이 U과 Zr이 각각 첨가되거나 또는 U과 Zr 함께 첨가되면 추출율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U와 Zr이 공존하고 있을 시는 U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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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2-21. Extraction yields of Re, Np and U with initial TBP

                 concentration in single component system at 2M HNO3 

                 and O/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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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2. Extraction yields of Re, Np and U with O/A ratio in single

            component system at 2M HNO3 and 30% T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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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Zr에 지배적인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연구 결과 즉, 

2g/L의 U과 6g/L의 Zr이 공존할 시 Re(Np 미첨가)의 추출 및 Np(Re 미첨

가)의 산화추출에 상승효과로 작용하고 있는 원소는 주로 Zr이라는 것과 일

치하고 있다.  

         (나) 10 성분계 대상 공추출 

              Re, Np 및 U의 공추출 및 역추출의 기준은 실제 HLW의 처

분 시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HLW로부터의 장수명 핵종의 분

리계수(= DFP/DLLN) 약 100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36], 본 연구에서는 연속추

출장치의 단수 등을 고려하여 추출의 경우 1단 기준 약 70∼80% 정도, 역추

출의 경우는 관심 대상 핵종은 약 60∼70% 이상, 그리고 상대 핵종은 10% 

이하가 역추출(상호분리 계수 약 10정도) 되는 조건을 잠정적으로 설정하여 

수행하 다. 이 조건 설정은 장수명 핵종을 분리하는데 있어 비교적 적은 단 

수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소요 단수의 감소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Fig. 2.2-23에는 2M 질산의 10성분 계를 대상으로 O/A 변화에 따른 각 

원소의 추출율이 나타나 있다. 이 때 O/A 비는 조업 변수로서 일반적으로 

추출 및 역추출 시 제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높

여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만 연속공정의 조업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되

어야 한다. Re, Np 및 U을 제외하고는 TBP에 대한 각 원소들의 분배계수 

값이 0.05 이하로 매우 작은데 기인하여[10,19] O/A=2.5에서도 10% 이하가 

공추출되었다. 반면에 Re, Np 및 U의 경우는 모두 O/A 비 증가에 따라 추

출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O/A=2에서 각각 28.6%, 93.8%, 96.2%가 공추출되

었다. 이는 O/A 비 증가가 동일 상비에서 TBP의 농도를 증가시켜 주는 효

과를 나타내어 추출율이 증가된 데 기인한다. 그리고 TBP에 의한 추출 반응

은 앞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Re의 경우는 식(1)과 식(6), (7)에 의해, Np 및 

U은 각각 식(17)과 식(18)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상의 결과로서 다성분계의 방사성 폐액으로부터 Re, Np, U만을 공추출

하여 이를 선택적으로 분리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TBP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O/A 비를 2 정도로 증가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TBP 농도를 너무 증가시키면 HLW 내 공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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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핵분열생성물(fission product)을 모두 공추출하게 되어 Re, Np, U에 대한 

추출 선택도를 저하시키고, 또한 이의 증가는 유기상의 도 및 점도를 높아

지게 하여 연속 추출장치에서의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기 Re의 결과로부터 Tc의 경우을 예측하여 보면 2M 질산에서 Tc의 

분배계수가 Re의 약 2∼2.5배 정도로[24,25], 산화제가 첨가된 10성분 계에서

의 Re의 분배계수가 약 0.22 정도이므로 Tc은 0.4 이상이 될 것이므로 

O/A=2에서 약 50% 정도가 공추출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 경우 Tc의 추출율

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추출 단수를 증가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

나 향후 이에 대한 확인 연구가 필요하다. 기타 V(Ⅴ)에 의해 다른 원소에는 

별 향을 주지 않고 Np만을 Np(Ⅵ)로 산화시켜 효과적으로 공추출할 수 있

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다) 선택적 역추출

              선택적 역추출의 모든 실험은 Np의 산화제가 첨가된 10성분 

계 용액을 대상으로 2M 질산, 30% TBP, O/A=2에서 Re, Np 및 U 등이 공

추출된 유기상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하 다. 

          ① Np의 역추출

             Fig. 2.2-24는 O/A=1 및 Np의 환원제인 NBA 농도 1.04M에서 

환원시간 변화에 따른 Np의 역추출율이다. 이 때 NBA가 유기상이므로 수용

상으로는 2M 질산용액으로 고정하여 수행하 다. 환원시간 30분 후에는 Np

의 역추출율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NBA에 의한 Np의 환원 

역추출 시 약 30분 정도의 환원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본 연

구에서는 충분히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하여 60분으로 고정하 다. 

  Fig. 2.2-25는 O/A=1에서 NBA 농도 변화에 따르는 Re, Np 및 U의 공역

추출율이다. Re의 경우 NBA 농도에 관계없이 약 70% 정도가 역추출되어 

NBA에 의해 Re이 환원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추출 수용상으로 

2M 질산 용액을 사용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Fig. 2.2-20의 2M HNO3, 

O/A=1에서 Re의 추출율이 약 18%인 것으로 볼 때 약 80% 정도가 역추출

되어야 하는데 이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질산 매질에서 ReO4
-
의 

환원이 ReOx 형태로 환원된다고만 보고되었을 뿐 산화/환원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미하며 표준 환원전위로는 비교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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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4. Stripping yields of Np with contacting time at 1.04M normal

            butyraldehyde and O/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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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5. Stripping yields of Re, Np and U with normal butyraldehyde

            concentration at O/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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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U의 경우는 NBA 농도 증가에 따라 역추출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나 거의 실험오차 범위로서 NBA 농도에는 거의 향이 없는 것 같다. 이는 

NBA의 표준 환원전위가 0.96V(SHE 기준)로서[10,30], U(Ⅵ)/U(Ⅳ)의 환원 

전위인 0.338V 보다 크기 때문에 U의 산화가 상태가 변화하지 않고 TBP에 

추출성이 좋은 U(Ⅵ)로 존재하는데 기인하는 것 같다. 또한 역추출율이 

10±3%로, 이 또한 역추출 수용상으로 2M 질산 용액을 사용한 데 기인하며, 

Fig. 2.2-20의 2M HNO3, O/A=1에서 U의 추출율이 약 92% 정도임을 고려

할 때 역추출은 약 8% 정도가 될 것이므로 거의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Np은 NBA 농도 증가에 따라 산화 추출된 Np(Ⅵ)를 Np(Ⅴ)로 보

다 많이 환원시켜 증가하고 있으며, 1.04M NBA에서 약 67% 정도가 역추출

되었다. 이는 Np(Ⅵ)/Np(Ⅴ)의 환원 전위가 1.15V로, NBA의 환원 전위인 

0.96V 보다 커서 효과적으로 Np(Ⅵ) 만을 Np(Ⅴ)로 환원시킨 데 기인한다. 

  Table 2.3-6에는 Np, Re, 및 U을 각각 기준으로 한 상대 원소의 분리계수

를 나타내었다. 분리계수 측면에서 Np의 선택적 역추출을 보면 Re와 Np의 

분리는 어떤 변수(질산 농도, 단 수, O/A 비 등)를 조정하여도 불가능할 것

으로 보이며, Np의 분리에 앞서 반드시 Re을 제거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Table 2.2-6. Separation Factor of each element with respected to Np, 

             Re and U.

S.F. (DM/DNp) S.F. (DM/DRe) S.F. (DM/DU)

NBA

[M]
Re/Np Np/Np U/Np

HNO3
[M]

Re/Re Np/Re U/Re
HNO3
[M]

Re/U Np/U U/U

0.17 0.5 1.0 13.9 2 1.0 7.7 86 0.01 0.8 0.6 1.0

0.59 0.7 1.0 15.7 3 1.0 29.4 383 0.05 0.7 0.5 1.0

1.04 0.9 1.0 16.4 4 1.0 83.8 684 0.1 0.5 0.3 1.0

1.46 1.4 1.0 25.1 5 1.0 306 690 0.3 0.2 0.1 1.0

  Fig. 2.2-26은 NBA의 농도 및 O/A 비 변화에 따르는 Np의 역추출율이다. 

NBA 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데 반하여, O/A 비 증가에 따라서는 감소

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O/A 증가에 따라 추출율이 증가

하여 역추출율이 감소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Np의 환원 역추출 조건으로는 

Np이 약 60% 이상 역추출되는 NBA=1.04M 및 O/A=1 정도면 적당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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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2-26. Stripping yields of Np with concentration of normal 

                 butyraldehyde concentration in various O/A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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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Re의 역추출

             Fig. 2.2-27에는 O/A=1에서 질산 농도 변화에 따르는 Re, Np 

및 U의 공역추출율이 나타나 있다. Re의 경우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

하여 5M에서 약 99% 정도가 공역추출되었다. 이는 Fig. 2.2-20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질산 농도 1M 이상에서는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추출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역추출이 증가되는 Re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다. U 경우는 질산농

도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감소 폭은 그리 크지 않고, 5M에

서 5% 이하가 공역추출 되었다. 이는 Fig. 2.2-20의 질산 농도 2M 이상에서

의 U 추출이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약 93∼97% 정도로 추출된 데 기인한

다. 반면에 Np은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5M에서 약 21% 정도가 

공역추출되었다. 이는 식(18)과 같이 질산 농도가 증가할 수록 NO3
- 
농도가 

증가되어 추출이 증가되므로 역추출이 감소되었다. 

  이로부터 Re의 선택적 역추출 시 U은 별 문제가 없으나, Np은 상당량이 

공역추출되므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업 변수인 O/A 비

의 변화를 통한 Np의 공역추출 감소가 요구되는데, 이때 주의 해야할 점은 

O/A 비를 증가시키면 Np과 Re 모두 추출이 증가하여 이의 역추출이 모두 

감소될 것이므로 이를 적절히 고려하여 한다.

  Fig. 2.2-28은 질산농도 및 O/A 비 변화에 따르는 Np의 역추출율을 나타

낸 것이다. 질산농도 및 O/A 비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5M 질산 및 

O/A=4에서 Np의 역추출율이 6% 이하로 감소하여 Np이 공역추출되는 문제

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g. 2.2-29는 질산농도 및 O/A 비 변화에 따르는 Re의 역추출율이다. 질

산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O/A 비 증가에 따라서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M 이상의 질산에서 TBP에 대한 Re의 고유 추출

특성에 의해, 그리고 O/A 비 증가에 따른 자유 TBP 농도 증가에 의해 추출

율이 증가하여 역추출이 감소된 데 기인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Re의 선택

적 역추출 조건은 5M 질산, O/A=4 정도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Re은 80% 정도 역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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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2-27. Stripping yields of Re, Np and U with nitric acid 

                  concentration at O/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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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2-28. Stripping yields of Np with nitric acid concentration in 

              various O/A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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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2-29. Stripping yields of Re with nitric acid concentration in

               various O/A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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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잔존 U 역추출

             Fig. 2.2-30은 O/A=1에서 질산 농도 변화에 따르는 Re, Np 및 

U의 공역추출율이다.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모두 감소하고 있다. 이는 Fig 

2.2-20과 같이 낮은 질산 농도에서 TBP에 대한 이들의 분배계수가 작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0.05M HNO3에서 U, Re 및 Np이 각각 87%, 91%, 93% 정

도가 공역추출 되었다. 그러므로 U을 선택적으로 역추출하기 위해서는 U의 

분리에 앞서 반드시 Re과 Np을 미리 제거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Table 

2.2-6의 분리계수 측면에서 보면 3M 질산에서 U과 Re, Np의 분리는 가능하

나 이 경우 관심대상 핵종인 U의 역추출은 감소되고, 상대 핵종인 Re, Np의 

역추출이 증가되는 상반된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만족

시키지 못한다. Fig. 2.2-31은 질산 농도 및 O/A 비 변화에 따르는 U의 역

추출율이다. 질산 농도 및 O/A 비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질산 농

도가 증가할 수록 NO3
- 농도가 증가되어, 그리고 O/A 비가 증가할 수록 추

출율이 증가하여 역추출이 감소한 것이다. 이로부터 U의 선택적 역추출 조

건으로는 제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O/A 비를 가능한 높

혀 즉, U이 76% 정도 역추출되는 0.01M HNO3, O/A=7을 선정하 다.

       (4) 공정흐름도 개발 

           방사성폐액으로 부터 Tc, Np 및 U의 순차분리를 위한 공정 흐

름도를 Fig. 2.2-32와 같이 제시한다. 이는 Np 산화제 첨가에 의해 Tc, Np 

및 U을 30% TBP, O/A=2에서 산화 공추출 시킨 후, 이를 5M 질산(O/A=4)

으로 Tc을, 1.04M NBA(O/A=1)로 Np을, 0.01M 질산(O/A=7)으로 U을 각각 

선택적으로 역추출하는 것이다. 이의 장점으로는 산화법의 추가로 Np의 상

당량이 U과 공추출되고 나머지는 추잔상에 분배되어 존재하고 있음으로 야

기되는 방사성 핵종의 분산을 방지시킬 수 있고, 특히 Tc의 경우는 제 3의 

분리공정 추가로 Tc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추출 공정의 조업 변수인 O/A 

비나 추출 단수를 다소 증가시켜 동일 공정 흐름 내에서 이를 분리할 수 있

어 공정을 보다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제안된 공정 흐름도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즉, mixer- 

settler와 같은 연속추출장치에서의 적용 시험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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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2-30. Stripping yields of Re, Np and U with nitric acid

                   concentration at O/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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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2-31. Stripping yields of U with nitric acid concentration in

                various O/A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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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2. A flow sheet for selective-separation of Re, Np, and residual 

            U from the radioactive waste suggested by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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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결  언

       (1) Re의 추출 특성 

         ① 단일성분계에서의 Re 추출율은 질산농도1M 까지는 질산농도 

증가에 따라 추출율이 증가하다가 1M 이후에서는 급격히 감소하며, Re의 농

도 증가에 따라서는 거의 향을 받지 않는다. 

         ② 이성분계에서의 Re 추출율은 U과 Zr이 각각 첨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향이 없다. U 또는 Zr이 첨가된 경우 Re이 유기상에 추

출된 U 또는 Zr과 착물을 형성하여 U 및 Zr의 농도 증가에 따라 추출율이 

증가하 다.

         ③ U과 Zr이 공존하고 있는 삼성분계에서의 Re 추출율은 U의 농

도 변화에는 거의 향이 없으나, Zr의 농도 증가에 따라서는 추출율이 증가

하여 Re이 U보다 Zr에 더 강력하게 착물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9성분계에서의 각 원소의 추출율은 Re과 U을 제외하고는 거의 

추출되지 않으며, U과 Re 만을 공추출하여 분리시키는 조건으로는 TBP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O/A 비를 증가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Np의 산화 추출 특성

         ① 단일성분계에서의 Np의 산화 추출은 질산 농도 및 TBP 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산화제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 2M 질산에서 약 

12%의 Np이 추출된 반면에, 4M 질산에서는 불균등화 반응에 의해 약 56%

가 추출되었다. 그러나 1 g/L의 NH4VO3 산화제가 첨가된 경우 Np이 Np

(Ⅵ)로 산화된 데 기인하여 2M 질산에서도 약 75%가 추출되었다. 

         ② 이성분계에서의 Np 추출율은 U과 Zr이 각각 첨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첨가된 원소 즉, Mo, Fe 및 Nd 에는 거의 향이 없다. U이 첨

가된 경우 U 농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10g/L의 U 경우 약 66.3%가 추

출되었다. 반면에 Zr이 첨가된 경우 Zr의 농도에는 별 향이 없이 88±2% 

범위에서 추출되었다. 이는 Np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의 추출율인 75% 보다 

약 13∼15%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Zr의 존재가 Np의 추출에 상승 효과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U과 Zr이 공존하고 있는 삼성분계에서의 Np 추출율은 2성분계

와 같이 Zr의 농도에는 거의 향이 없으나, U의 농도 증가에 따라서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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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율이 감소하 다. 특히 U이 5 g/L 이하에서는 Zr에 의한 상승효과만 향

을 받아 약 88±2% 정도가 추출된 반면에, U이 10 g/L에서는 Zr에 의한 상

승효과 및 U 농도 증가에 따른 감소 효과에 의해 82±1%가 추출되었다.

         ④ 9 성분계에서의 각 원소의 추출율은 Np과 U을 제외하고는 첨

가된 각 원소 즉, Zr, Mo, Fe, Nd, Y, Cs 및 Sr 등은 거의 추출되지 않았으

며, Np의 산화가 상태의 조정을 통하여 U과 Np만을 공추출하여 분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3) Re, Np 및 잔존 U의 선택적 분리

         ① 2M 질산매질에서 Np의 산화제로 1g/L NH4VO3가 첨가될 경우 

첨가되지 않은 경우보다 약 3∼5% 정도 Re의 추출율이 감소하 다. 그리고 

2g/L의 U과 6g/L의 Zr이 공존할 시 Re 및 Np의 추출 상승효과는 주로 Zr

에 의해 주도되었다.

         ② 방사성 폐액으로부터 Re, Np 및 U 만을 공추출하기 위해서는 

TBP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O/A 비를 2 정도로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NH4VO3 즉, V(Ⅴ)에 의해 다른 원소에는 향을 주지 

않고 Np 만을 Np(Ⅵ)로 산화시켜 효과적으로 공추출할 수 있었다.

         ③ TBP에 의해 Re, Np, U 등이 공추출된 유기상으로부터 NBA에 

의해 Np만을 선택적으로 환원 역추출 할 수 있었다. Np의 선택적 역추출은 

Np의 분리에 앞서 Re을 미리 제거 시켜야 하며, 환원 역추출 조건으로는 

Np이 약 60% 이상 역추출되는 NBA=1.04M 및 O/A=1 정도면 적당하다. 또

한 Re의 선택적 역추출은 O/A 비 변화를 통한 Np의 공역추출 감소가 요구

되고 있으며, Re 및 Np이 각각 70% 이상, 5% 이하로 역추출되는 5M 질산 

및 O/A=4가 적당하다. 반면에 U의 선택적 역추출은 0.01M 질산, O/A=7에

서 약 76% 정도의 U이 역추출되었으며, 이 조건에서 Np과 Re가 각각 80% 

이상 공역추출 되므로 U의 분리에 앞서 Re과 Np을 미리 제거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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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Am/RE 상호분리 

    1. 금속함유 추출제에 의한 Am/RE 상호분리

      가. 서 언

        DEHPA가 악티늄족과 희토류원소(RE)를 상호 분리하는데 적합한 

추출제이나 산 농도가 낮을수록 추출이 잘 되는 특성을 가진 산성추출제이

므로 Am과 Eu을 추출할 경우 매질의 질산농도를 0.1M까지 탈질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1-3].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책으로 금속이온이 함유된 유기인산 

추출제인 Zr 염의 DEHPA(이하 Zr-DEHPA로 표기)를 대체 추출제로 제시

하 다 [4]. Zr-DEHPA의 경우 추출 시 질산농도가 1M 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Zr-DEHPA 추출제는 질산용액에 존재하는 알카리토금속원

소, MA 및 RE의 추출제로 잘 알려져 있고, 또한 수력학적 성질, 내방사선 

및 질산에 대한 높은 화학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 그러

나 사용한 DEHPA 및 Zr-DEHPA를 알카리성의 Na2CO3, NaOH 및 NH3 용

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생하는 세척과정에서 제 3상이 생성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DEHPA 및 Zr-DEHPA를 알카리용액으로 세척 재생하는 과

정에서 DEHPA는 Na 염이나 암모늄염으로 변하게 되어 생성된 DEHPA 염

은 수용액과 지방족 희석제에 대한 용해도가 작아서 유기상이 두 개의 층으

로 분리되는 제 3상 생성 현상이 발생된다. 이와 같은 유기상의 분리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보조제(modifier)가 사용되고 있다. 상보조제로는 여러 가지

가 있으나 방사성폐기물 처리공정에서는 상보조제로 물리화학적 특성과 내

방사성이 뛰어난 TBP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DEHPA와 TBP를 혼합

용매로 사용하는 경우에 TBP는 희석제의 상보조제의 작용과 동시에 추출 

상승제(synergist)나 추출 억제제(antagonist) 또는 촉매(catalyst) 등 여러 가

지 작용을 한다. 미국의 ORNL에서는 우라늄광의 황산 침출용액의 U(VI)을 

DEHPA로 추출회수하는 Dapex 공정을 개발하 다 [5, 6]. Dapex 공정에서는 

DEHPA/kerosene에 변형제로 TBP을 사용한 혼합용매를 사용하여 1M 

Na2CO3에 의한 U(VI) 역추출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제 3상 생성 현상을 

방지하 으며, 이때 TBP는 상보조제의 역할뿐만 아니라 상승추출 효과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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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나타내고 있었다[5]. 그리고 미국 ORNL과 Hanford에서는 방사성액체

폐기물 중에서 Sr, Cs 및 RE의 추출에서도 0.2M DEHPA와 0.2M TBP를 

혼합용매로 사용하 으며, Hanford에서 개발한 Sr 회수공정에서 TBP는 상

보조제뿐만 아니라 Sr에 대해 상승추출제로 작용하 다 [7]. 그러나 DEHPA

의 방사선분해 생성물인 MEHPA-Sr(II)-HNO3의 경우[8]와 DEHPA/HDDP

로 3가의 Am, RE 및 Zr(IV)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TBP는 추출 상승제로 작

용하기 보다는 추출 억제제로 작용하 다 [5].

  본 연구에서는 장수명핵종의 군분리 공정 개발을 위해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Zr-DEHPA 추출제와 Zr-DEHPA과 TBP의 혼합추출제로 사용하여 10 

성분계의 모의 방사성폐액을 대상으로 Am과 RE의 상호분리를 위한 공추출 

및 선택적 역추출에 의한 상호분리특성을 규명하 다.

      나. 실험 

        (1) 시약

    DEHPA, TBP 및 n-dodecane, HNO3는 Merck 제품, zirconium 

sulphate와 DTPA는 Aldrich 제품, lactic acid(젖산)는 TEDIA 시약, 

(NH4)2CO3는 Katayama 시약, (CH2OH)2(CHOH)4는 Showa 시약, LSC용 

cocktail 용매는 Packard사의 Ultima Gold 그리고 기타 시약은 특급시약을 

사용하 다. 동위원소인 Am-241과 Eu-152는 미국의 IPL(Isotope Product 

Lab.)사 제품을 사용하 다. 

        (2) 기기 및 분석

           추출실험은 온도 및 시간조절이 가능한 진탕기(Jeio Tech, 모델; 

SI-900R)를 사용하 다. 용액의 pH 측정은 Orion model 940 pH 미터로 측

정하 다. 방사성 동위원소인 Am-241 및 Eu-152은 액체섬광계수기(liquid 

scintillation analyzer; Packard model 2500TR/AB)와 다중파고분석기(MCA, 

MultiChannel Analyzer, Ge(Li) detector)로 분석하 으며 비방사성원소 중 

Cs의 농도는 원자 흡광분석기(Varian model B470)로 분석하고 기타 금속원

소의 농도는 유도쌍결합 플라스마 분광기(Jobinyvon model JY 38 plus)로 

분석하 다. 그리고 (Zr-DEHPA/TBP)/dodecane 혼합용매의 유전상수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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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유전상수 측정장치(한국표준연구원 제작)로 측정하 다. 

  

        (3) Zr-DEHPA 및 Zr-DEHPA/TBP 용매 제조

          (가) Zr-DEHPA 용매 제조

       부피플라스크를 사용하여 1M DEHPA/dodecane 시약과 실험

조건에 맞는 Zr 농도의 Zr(SO4)2를 1M H2SO4 용액에 용해시켜 1M H2SO4 

의 Zr 시약을 만든다. 그리고 이들 두 시약의 부피비가 1:1이 되도록 분액깔

대기에 취한 후 30분간 진탕하여 Zr이 유기상으로 추출되어 평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추출한 후 방치하여 유기상과 수용상이 분리되도록 한다. 그리고 

유기상만을 분리하여 1M H2SO4 용액으로 1회 1M HNO3로 1회 연속 세척한 

다음 상분리 여과지(watman, IPS)로 여과하여 잔유 수분을 제거한 후 시약

병에 보관한다. 그리고 1M H2SO4의 Zr 시약과 Zr 추출 및 세척한 1M 

H2SO4 용액과 1M HNO3 세척용액의 Zr 함량은 분석하여 Zr-1M DEHPA 

수득율을 계산하 다. 

          (나) Zr-DEHPA/TBP 혼합용매 제조

       1.5M DEHPA/dodecane과 Zr 농도가 24g/L인 1M H2SO4 용

액을 만든 다음 이들 두 시약의 부피비가 1:1이 되도록 분액깔대기에 취한 

후 진탕하여 Zr이 유기상으로 추출되어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출한 후 

방치하여 유기상과 수용상이 분리되도록 한다. 유기상은 분리하여 1M HNO3

로 세척한 다음 상분리 여과지로 여과하여 잔유 수분을 제거한 후 시약병에 

보관한다. 그리고 Zr 추출한 1M H2SO4 용액과 1M HNO3 세척용액의 Zr 함

량은 분석하여 Zr-DEHPA내 Zr 농도를 계산하 다. 그리고 Zr-1M DEHPA 

/0.1M TBP 혼합용매는 상기 방법으로 제조한  Zr-1.5M DEHPA/dodecane

과 1M TBP/dodecane 용매를 1L volumetric flask에 필요한 양 만큼 취한 

다음 dodecane으로 표선까지 채워 만들었다.

          (다) Zr-DEHPA 및 Zr-DEHPA/TBP 혼합용매의 전처리 

              Zr-DEHPA 및 Zr-DEHPA/TBP 혼합 추출제는 질산을 추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Am과 RE 등의 추출실험에서는 사용하기 전

에 해당 실험조건의 HNO3 용액과 1 : 1 부피 비로 분액깔대기에 취한 다음 

진탕과 상분리하는 전처리(pre-equilibrium)를 한 후 사용하여 질산추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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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실험에 미치는 향을 배제시켰다.

        (4) 추출 및 역추출 실험

    실험조건에 따라 4∼20mL 용량의 유리용기에 수용상과 유기상의 

비가 1 : 1 이 되도록 취한 후 온도 및 시간조절이 가능한 진탕기로 평형이 

될 때까지 진탕시킨 다음 방치하여 수용상과 유기상을 상분리시킨다. Am- 

241과 Eu-152를 함유한 시료는 상 분리된 수용상과 유기상중 일정량을 취하

여 LSC와 MCA로 분석하 다. 그리고 비방사성 원소는 ICP와 AA로 금속원

소의 농도를 분석하 다. 

                      

        (5) 모의 방사성 폐액 제조

    모의 방사성 폐액은 실제의 HLW에 존재하는 주요 금속원소의 

대표원소를 선정하여 제조하 다. 관심 대상 핵종인 Am에 RE의 대표원소로 

Nd, Eu, Ce, Y 그리고 Am와 RE 분리공정에서 문제 원소로 알려진 Zr, Fe, 

Mo, 알카리족 원소인 Sr, Cs의 10 성분을 선정하여 1M 질산용액에 용해시

켜 제조하 다. 그리고 모의 방사성 폐액의 제조시 사용된 모든 시약은 특급

시약으로 특별한 정제과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 으며, 모의 방사성폐액의 화

학조성은 Table 3.1-1과 같다. 

Table 3.1-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simulated HLW

Element
 Estimated HLW

 (mol/L)
Simulated HLW
 (mol/L)

Reagent

Am-241 0.0012 tracer RI

Eu-152 0.0019 tracer RI

Nd 0.0434 0.0434 Nd(NO3)3․6H2O

Ce 0.033 0.033 Ce(NO3)3․6H2O

Y 0.0084 0.0084 Y(NO3)3․4H2O

Eu 0.0019 0.0019 Eu(NO3)3․5H2O

Zr 6.9x10
-2

6.9x10
-3

ZrO(NO3)2․xH2O

Fe 0.038 0.038 Fe(NO3)3․9H2O

Mo 0.069 6.9x10
-5

(NH4)6Mo7O24․4H2O

Sr 0.0165 0.0165 Sr(NO3)2
Cs 0.0371 0.0371 C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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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결과 및 고찰

       (1) Zr-DEHPA에 의한 Am/RE의 상호분리

         (가) Zr-DEHPA 특성 및 안전성 시험 

      Zr-1M DEHPA를 사용하여 Am/RE의 상호분리 실험에 사용하

기 앞서 Zr- 1M DEHPA의 특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 다. 

Am/RE의 상호분리에서 Zr-1M DEHPA의 안전성에 향을 고려할 수 있는 

인자로는 질산농도, DTPA 농도, 젖산농도, pH, 용매재생용액, 금속원소와 

Zr-1M DEHPA의 Zr과의 치환 반응, 온도, 방사선에 대한 Zr- 1M DEHPA의 

안전성에 미치는 향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아직 수행하지 

못한 방사선이 미치는 향에 대한 실험은 DEHPA 뿐만 아니라 DTPA 및 

실험에 사용되는 주요 시약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요구된다.

          ① Zr-DEHPA의 IR 특성 

             1M DEHPA와 Zr-1M DEHPA를 적외선 분광기로 측정한 결과 

1230 Cm-1에서 나타나는 DEHPA의 P→ O 흡수띠가 Zr을 추출한 Zr-1M

DEHPA의 스펙트럼에서는 더 낮은 주파수로 전이(shift)가 되어 DEHPA의 

P→ O와 Zr이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3.1-1][9]. 

  이와 같은 실험결과는 20℃에서 1M DEHPA로 Zr을 추출한 유기상의 IR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1230 Cm
-1에서 나타나는 P→ O 신축결합, 2680과 

2350 Cm
-1에서 이량체(dimer)의 수소결합에 의한 OH 굽힘결합, 1030 Cm-1

에서 [P-O]-C 신축결합 그리고 1200∼1175 Cm-1에서 킬레이트된 DEHPA 

이량체 음이온의 P→O…Zr 결합이 나타나는 Sato[9] 및 Peppard[10]의 IR 

스펙트럼과 유사하 다. 따라서 IR 스펙트럼을 근거로 하여 Zr의 DEHPA에 

의한 추출도 양이온교환에 의한 P→O…Zr 결합으로 확인되었다 [11]. [Table 

3.1-2 참조].

          ② HNO3 매질에 대한 안전성

      Zr-1M DEHPA를 0.1M, 0.5M, 1M, 1.5M 질산과 1:1의 부피비

로 혼합하여 진탕한 후 수용상의 Zr 농도를 분석한 결과 0.01ppm 미만으로 

DEHPA와 결합한 Zr이 실험하고자 하는 수용액의 질산농도 범위에서 안정

한 결합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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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IR and Raman spectra data for DEHPA and metal-DEHPA

1 2 3 4 5 [10] 6 7 [10] 8 [10]

DEHPA

(raman)

Zr-DEHPA

(raman)

Zr-DEHPA

(raman)

Eu,Zr-DEHPA

(raman)

[ZrO0.5(NO3)

(DEHPA)2]n

(I.R)

Zr-DEHPA

(I.R)

DEHPA

(I.R)
assignments

842

869

891

962(vw)

1035

1063

1089

1133

1161

1302

1439

1445

1450

2730

2854

2875

2894

2936

2863

845

869

892

963

1063

1080

1131

1151

1298

1442

2730

2857

2876

2902

2936

2960

840

870

891

956

1029

1063

1080

1100

1130

1159

1275

1302

1437

1445

1452

2730

2854

2876

2934

2962

845

869

892

960

1032

1062

1079

1132

1150

1284

1302

1439

1449

2730

2854

2875

2897

2937

2960

710

780

895

1060

1090

1120

1230

1270

1386

1462

1553

2877

2934

780

1050

1100

1150

1250

1377

1460

2872

2924

720

780

885

1040

1115

1225

1385

1470

1680

2750

2870

2890

2960

P-O stretching

CH3 wagging

P-O stretching

(anti sym.)

C-O stretching

C-C-C anti sym.

stretching

O-H deformation

CH3 sym. deformation

O-H deformation

O-H deformation

methyl.

methylate

C-H stretching

1. DEHPA : Di-(2-ethylhexyl) phosphoric acid

2. Zr-DEHPA : Di-(2-ethylhexyl) phosphoric acid containing of zirconium

3. Zr-DEHPA : crud type of di-(2-ethylhexyl) phosphoric acid containing of zirconium

4. Eu, Zr-DEHPA : Eu extracted with di-(2-ethylhexyl) phosphoric acid containing of zirconium

5. [ZrO0.5(NO3)(DEHPA)2]n : D.F. Peppard and J. R. Ferraro, J. Inorg. Nucl, Chem., 10, 275 (195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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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금속원소와 치환반응에 대한 안전성

             Zr-DEHPA의 Zr은 공존하는 Sc와 같은 금속이온과 치환반응

에 의해 Zr 대신에 Sc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고준위방

사성폐액의 주성분 중의 하나인 Y이 Sc와 동족원소로 Zr-DEHPA의 Zr과 

치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Zr과 Y의 치환반응 여부를 조사하 다. 그

러나 Zr과 Y의 치환반응 실험결과 다행스럽게도 Zr과 Y의 치환반응이 일어

나지 않았다. 그리고 온도에 대한 향도 무시할만한 수준이었다. 

          ④ DTPA/젖산 역추출제에 대한 안전성

             Zr-1M DEHPA으로 질산매질에서 공추출된 Am과 RE를 상호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DTPA와 젖산의 혼합용액에 대한 Zr- DEHPA의 

분해도를 측정하 다. Am의 역추출제인 DTPA 농도, 젖산농도, pH 변화에 

대한 실험결과를 보면 Table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M DEHPA에 함침

된 Zr의 분해도는 DTPA의 경우 최대 5.2%, 젖산의 경우 최대 6.37%, pH 

변화에 대해서는 최대 6%가 분해되어 수용상으로 침출되었다. 그리고 젖산

농도 1M일 때 Zr-DEHPA의 Zr이 약 0.58% 해리되므로 Am/RE의 상호분리

시 DTPA는 0.05M, 젖산 농도는 1M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Table 3.1-3. The degradation of Zr salt contained Zr-1M DEHPA in 

various system (initial Zr concentration : 15g/L)

DTPA,

[M]

Degradation,

 %

Lactic acid,

[M]

Degradation,

 %
pH

Degradation,

 %

0.02 2.4 0.5 0.06 3.0 2.5

0.05 3.6 1.0 0.58 3.3 3.2

0.08 4.3 1.5 3.63 3.6 3.7

0.15 5.2 2.0 6.37 4.0 6.0

Lactic acid

pH

1.5M

3.6

DTPA

pH

0.05M

3.6

DTPA

Lactic acid

0.05M

1.5M

          ⑤ 용매재생 시약에 대한 안전성

    사용후 용매를 재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0.5M (NH4)2CO3와 

0.05M (CH2OH)2(CHOH)4의 혼합용액에 대한 Zr-DEHPA의 안전성을 측정하

다. Vorg:Vaq = 1:1 또는 1:2인 조건에서 두 경우 모두 Zr-1M DEHPA의 Zr 

중 99.9%가 분해되어 수용상으로 침출되었다. 이는 Zr-DEHPA가 용매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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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에 대해서 매우 불안정하여 Zr이 완전 분해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

순환 사용시 DEHPA의 Zr 염 추출제를 다시 제조하여 순환시켜야 한다.  

       

         (나) Am/RE 공추출

          ① DEHPA 함침된 Zr 농도 향

      1M DEHPA에 함침된 Zr이 Am과 Eu 추출에 미치는 향에 

대한 실험결과를 도시하면 Fig. 3.1-2와 같다. 1M HNO3에서 Am과 Eu의 추

출율이 DEHPA 함침된 Zr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다가 Zr 농도가 15g/L 이

상에서는 거의 일정하 다. 그리고 Zr-DEHPA 추출제도 질산농도가 증가할

수록 Am과 Eu의 추출율이 감소하는 DEHPA의 산성추출제의 특징을 나타

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Zr이 15g/L가 함침된 Zr-1M DEHPA를 

사용하 다. 

          ② DEHPA 농도 향

      Fig. 3.1-3은 1M HNO3 및 O/A=1에서 Zr-DEHPA로 Am, Eu  

등 10성분의 혼합용액을 대상으로 추출한 각 원소의 추출율을 도시하 다. 

DEHPA 농도가 증가할수록 Am과 RE 원소의 추출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고 있는데, 이는 Zr이 함침된 DEHPA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3가 금속 양

이온의 추출이 잘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Zr, Mo과 

일부 Fe가 Am 및 RE와 공추출되고 있으나 본 연구실에서는 추출공정의 선

행공정으로 개미산 탈질공정을 수행하여 Zr과 Mo가 각각 99%와 95% 제거

되므로 Zr-DEHPA 추출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Zr

과 Mo는 추출공정의 선행공정에서 미리 제거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O/A 비 향

      Fig. 3.1-4는 질산농도가 1M인 Am, Eu 등 10성분의 혼합용액

을 대상으로 유기상과 수용상의 비(O/A)를 변화시키면서 Zr-1M DEHPA로 

추출한 결과를 도시하 는데 O/A 비가 증가할수록 Am과 RE의 추출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O/A 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동일한 상비에서 추출제의 

농도가 증가된 결과에 의한 것이며 Am의 추출율과 2차 폐기물 발생량을 고

려하여 추출단계의 O/A 비는 1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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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Effect of Zr concentration in Zr-1M DEHPA on the extraction 

yields of Am and Eu at several nitric acid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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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Effect of DEHPA concentration in Zr-DEHPA(Zr=15g/L) on 

the extraction yields of each element at 1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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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Effect of phase ratio on the extraction yields of each element 

at 1M HNO3 (Zr-1M DEHP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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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질산농도 향

      Fig. 3.1-5는 Zr-1M DEHPA(Zr=15g/L)로 O/A=1에서 Am, Eu, 

Nd, Ce, Y, Mo, Fe, Zr, Cs, Sr의 혼합용액을 대상으로 질산농도의 변화에 

따른 각 원소의 추출율을 도시한 결과다. 질산매질에서 Zr-1M DEHPA로 3

가의 Am/RE를 추출할 때 나타나는 질산농도의 향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

은 산성 추출제인 DEHPA 고유의 특성인 산 농도가 증가하면 금속양이온의 

추출율이 감소하는 특성을 Zr-DEHPA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점은 DEHPA에 비하여 Zr-1M DEHPA 의 경우 3가의 Am/RE의 추출에 미

치는 질산농도의 향이 훨씬 작다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질산농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출이 잘되는 Y, Mo, Zr의 추출율이 99% 

이상으로 거의 일정하 으나 그 밖의 원소는 Eu, Nd, Am 순으로 추출율은 

감소하 다. 그러나 Ce, Fe, Sr은 질산농도의 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Cs은 1M 이상의 질산농도에서는 추출이 거의 안되었다. 한가

지 지적할 사항은 RE들의 추출율이 Ce < Nd < Eu 순서로 증가하는 결과인

데 이와 같은 현상은 DEHPA에 대한 RE들의 추출율이 원자번호가 증가할

수록 추출율이 증가하는 현상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

인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1M DEHPA의 경우 0.1M HNO3 이상에서는 Am

과 RE의 추출율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반하여 Zr-1M DEHPA의 경우 1M 

질산농도에서도 비교적 높은 추출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M DEHPA 보

다 높은 질산농도에서 추출이 가능하므로 0.1M의 낮은 질산농도까지 탈질해

야 하는 탈질 공정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Am 역추출 (1 단계 역추출)

       10 성분계 대상 공추출 공정에서 Zr-1M DEHPA의 유기상으

로 공추출된 Am, RE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소 중 Am 만을 선택적으로 역

추출하는 것으로, 역추출제인 DTPA/젖산 혼합용액의 최적 조건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다. 

            ① DTPA 농도 향

        Fig. 3.1-6은 1M 젖산, pH=3.6, 25℃에서 DTPA 농도 변화에 

대한 각 원소의 역추출율을 도시한 것이다. DTPA 농도가 증가할수록 Am의 

경우 역추출율이 증가하다가 0.05M 이상에서는 거의 일정해지는 양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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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Effect of HNO3 concentration on the extraction yields of each 

element (Zr-1M DEHP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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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Effect of DTPA concentration on the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at 1M lactic acid and pH=3.6 (Zr-1M DEHP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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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Eu, Nd는 DTPA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역추출 순서를 보

면 Am>Nd>Eu>Ce≫Y 순이다. 이는 M
3+
와 DTPA 간의 착물 안정화상수의 

순서인 Am>Eu>Nd>Ce≫Y와 비교하여 보면 Nd와 Eu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 이들 안정화상수의 순으로 역추출됨을 알 수 있다. RE 중에서 Y, Ce, Eu 

등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Mo는 DTPA 농도를 0.02M∼

0.15M로 변화시켰을 때 DTPA 농도변화의 향을 받지 않고 99% 역추출되

는 반면에 Y와 Fe의 역추출은 1% 미만이었다. DTPA를 H5Y로 표시할 때 

Am
3+
와 DTPA는 1:1 몰비 반응으로 즉,  Am

3+
+Y

5-
→AmY

2-
로
 
AmY

-2
가 주 

반응 생성물로 예상되는 방사성폐액의 Am 농도가 0.0012M 임을 고려하여 

볼 때 적합한 DTPA 농도는 0.05M로 판단된다. 

            ② 젖산농도 향

        Fig. 3.1-7은 0.05M DTPA, pH=3.6, 25℃ 조건에서 역추출 

혼합용액의 젖산농도를 변화하 을때 Am, Eu, Nd, Y, Fe, Mo의 역추출율을 

도시한 것이다. 젖산농도 변화에 대하여 Am의 역추출율은 완만한 포물선 형

태를 보 으며, Am의 경우 젖산농도가 증가할 수록 역추출율도 증가하다가 

1M 일때 역추출율이 최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Mo는 젖산농도가 1M 이하 

역에서는 젖산농도 증가에 비례하여 Mo의 역추출율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1M 이상 역에서는 거의 일정하 다. 그러나 젖산이 수용상의 pH를 일정

하게 유지시켜 주는 완충제의 역할과 Am/RE 상호분리도를 향상시켜 주는 

작용도 하므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적합한 젖산농도는 1M로 판단된다. 

            ③ pH 향

        Fig. 3.1-8은 0.05M DTPA, 1M 젖산, 25℃ 조건에서 역추출 

혼합용액의 pH를 3∼4로 변화하 을때 Am, Eu, Nd, Y, Fe, Mo의 역추출율

을 도시한 것이다. pH 증가에 따라서 Am, Eu Nd의 역추출율이 증가하 으

며 Mo는 pH 3∼3.6 역에서 99% 역추출되는 반면에 Y와 Fe는 거의 역추

출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pH가 증가할수록 Am과 Eu의 역추출율이 

동시에 증가하므로 역추출율 측면에서는 pH가 높을수록 유리하고, 정제도 

측면에서는 pH가 낮을수록 Am과 공역추출되는 Eu 양이 감소되어 Am/RE

의 상호분리계수가 증가되는 가위효과(scissors effect)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Am의 역추출율과 정제도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적합한 pH는 



- 191 -

Fig. 3.1-7. Effect of lactic acid concentration on the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at 0.05M DTPA and pH=3.6 (Zr-1M DEHP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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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Effect of pH in aqueous phase on the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at 0.05M DTPA and 1M lactic acid (Zr-1M DEHP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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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으로 판단된다.

         (라) RE 역추출 (2 단계 역추출)

             RE 역추출은 0.05M DTPA, 1M 젖산, pH=3.6의 역추출 용액

으로 Am을 선택적으로 역추출시킨 유기상을 대상으로 실험하 다. 

  Fig. 3.1-9는 질산농도 변화에 대한 RE의 역추출율로서 Eu, Nd, Ce의 경

우 질산농도가 4M 이상인 역에서는 역추출율의 변화폭이 작았으며, Y의 

역추출율은 질산농도에 비례하여 계속 증가하 다. Eu의 경우 회분식으로 1

회 역추출한 결과 질산농도가 2M일 경우 역추출율은 약 40%이며, 질산농도

가 4M 이상 역에서는 약 90% 다.

         (마) 제 3상 생성물(crud) 특성분석

       Zr-DEHPA 제조 시 과량의 Zr이 함유 될 때 crud가 생성된

다. 이 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0.16M Zr 용액을 1M DEHPA로 부피비 1:1

에서 4회 이상 연속 추출하여 생성된 crud에 대한 특성분석을 수행하 다.

          ① 열중량 및 열시차 분석

         Crud의 열중량 및 열시차 분석결과를 Fig. 3.1-10에 도시하

다. Crud의 열중량 및 열시차 분석결과 100℃ 이하에서 나타나는 흡열 피이

크는 crud에 남아있던 수분의 증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약 150℃ 부근

에서 나타나는 흡열 피이크는 crud에 포함되어 있는 결정수의 증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30℃ 부근에서 나타나는 피이크는 열량변화는 적으

면서 무게변화가 크게 일어나는데 이는 유기물질인 DEHPA 및 dodecane의 

증발 때문으로 판단된다. 285℃ 부근에서 나타나는 피이크는 무게변화는 적

으면서 열량변화가 크게 일어나는데 Zr과 결합한 DEHPA/dodecane 착물의 

결정구조 재배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② EPMA 분석

       열중량 및 열시차 분석한 후, 생성된 고체의 crud 시료를 이용

하여 SEM 사진[Fig. 3.1-11]을 찍고 EPMA를 측정하 다. 분석결과 crud에

는 Zr이 무게비로 65.09%, P가 34.91% 함유되어 있었다. 따라서 Zr: P가 약 

2:3의 비율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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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Effect of HNO3 concentration on the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Zr-1M DEHPA system)

[HNO3]
2 4 6 8

St
rip

pi
ng

 y
ie

ld
s 

of
 e

ac
h 

el
em

en
t, 

(%
)

0

20

40

60

80

100

: Eu
: Nd
: Y
: Ce







- 197 -

          ③ X-선 회절분석

      열중량 및 열시차 분석한 후, 생성된 고체의 crude 시료에 대

한 X-선 회절분석을 하 다. 분석결과는 무정형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④ 라만스펙트럼 분석

Crud 시료에 대한 라만스펙트럼 분석을 하 다[Fig. 3.1-12]. 

분석결과 I.R 스펙트럼에 대한 분석결과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다

       (2) Zr-DEHPA/TBP에 의한 Am/RE의 상호분리

(가) 제 3상 생성 방지 조건과 유전상수

추출에 사용하는 유기용매에 대해서 톰슨-람파드 (Thompson 

-Lampard)의 정전기 원리를 이용한 크로스 커패시터 측정기로 전기용량을 

25℃에서 측정하여 유전상수를 구하 다 [13]. Dodecane과 Zr-1M DEHPA 

(Zr=15g/L)/dodecane에 함유되어 있는 TBP의 함량 변화에 대한 유전상수를 

측정한 결과는 Fig. 3.1-13과 같다. 본 실험에서 측정하여 구한 유전상수 값

은 dodecane은 1.86, 그리고 1M TBP/dodecane는 2.91을 얻었다. 그러나 

Lange's Hand Book[14]에 의하면 순수한 dodecane과 TBP의 유전상수(ε)

는 20℃에서 각각 2.01, 8.34이었다. 이와 같은 유전상수의 차이는 본 실험에

서 사용한 dodecane이 상용시판 시약으로 정제하지 않고 직접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Dodecane에 용해시킨 Zr-1M DEHPA(Zr=15g/L)/TBP를 

사용하여 추출, 역추출한 후 0.05M(NH4)2CO3/1M (CH2OH)2(CHOH)4 혼합용

액으로 세척, 재생할 경우 [TBP]/[DEHPA]≥0.1 조건에서 제 3상 생성이 방

지되었으며 이때 유전 상수는 약 2.53 이었다.

         (나) Am/RE 공추출

          ① TBP 농도 향

             Fig. 3.1-14는 1M HNO3에서 Zr-1M DEHPA/TBP 농도비 변

화에 대한 Am-241과 Eu-152의 추출율 변화를 도시하 다. Am과 Eu의 추

출율은 TBP 농도 감소에 거의 향을 받지 않고 Zr-DEHPA 농도가 증가할

수록 Am과 Eu의 추출율이 증가하 다. 낮은 질산농도에서 1M TBP에 의한 

M
3+(M= Eu, Am)의 추출은 거의 되지 않지만 질산농도와 TBP 농도가 증가

할수록 M3+의 추출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다 [15]. Fig. 3.1-14의 Zr-DE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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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13. Dielectric constant with the mole ratio of [TBP] to 

               [Zr- DEHPA] (Zr=15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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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14. Extraction yields of Am and Eu with the mole ratio of 

              [TBP] to [Zr-DEHPA] (Zr=15g/L) at 1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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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1M TBP인 경우를 보면 1M HNO3 농도에서는 TBP에 의한 M
3+
의 추

출은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Zr-1M DEHPA에 TBP 농도를 변화시켰을 

때[Fig. 3.1-15], Am과 Eu의 추출율에 미치는 TBP 농도의 향은 크지 않

은 것으로 보아 본 추출계에서는 TBP의 역할이 상보조제임을 알 수 있다. 

Zr-1M DEHPA에 TBP를 첨가하면 Am과 Eu의 추출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출방해 효과가 나타났다 [16]. 이와 같이 Zr-DEHPA/TBP 혼합추출제로 

Am과 Eu의 추출하는 경우 추출율이 감소하는 추출방해의 부정적 측면도 있

지만, Zr-1M DEHPA에 TBP를 첨가한 용매는 알칼리용액으로 재생시 제 3

상이 생성 안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16]. 제 3상 생

성 방지를 위해 TBP의 농도는, [TBP]=(0.063+0.2[DEHPA])가 필요하며, 세

척 알카리용액의 농도에 좌우된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5], 본 실험에서는 

[TBP]/[Zr-DEHPA]≥0.1 인 조건에서 제 3상 생성이 방지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DEHPA와 TBP를 혼합용매로 사용하는 경

우에 TBP는 추출제의 상보조제, 추출상승제,  추출억제제, 또는 촉매로 작용

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사용한 TBP의 역할을 상기 4가지 측면에서 그 가

능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Zr-DEHPA에 TBP를 첨가하여 사용하 을 

때 0.5M (NH4)2CO3와 0.05M (CH2OH)2(CHOH)4로 재생시 제 3상의 생성이 

방지되어 TBP가 보조제로 작용하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금속원소에 

대해서는 Am과 Eu의 경우 Zr-1M DEHPA 단독으로 추출할 경우에 비하여 

Zr-1M DEHPA/ 0.1M TBP를 사용할 경우에 추출율이 약 10% 감소한 실험

결과로 볼 때 추출억제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에 각종 혼합

추출제와 금속종류에 대한 상승효과의 원인은 어느 정도 밝혀져 있으나, 추

출억제 효과의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확립된 정설이 아직까지 없

다.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수용상에서 TBP에 의한 부반응과 

DEHPA와 TBP 간의 반응, 그리고 TBP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기상에

서의 DEHPA 활동도가 저하되어 금속원소의 추출율이 감소되는 원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② 질산농도 향

               Fig. 3.1-16은 Zr-1M DEHPA/0.1M TBP로 다성분계 금속

원소의 추출에 미치는 질산농도 향에 대해 도시한 결과다. 질산농도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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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5. Extraction yields of Am and Eu with the mole ratio of  

            [TBP] and [Zr-DEHPA](Zr=15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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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 Effect of HNO3 concentration on the extraction yields of each 

element (Zr-1M DEHPA/0.1M TB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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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록 Am과 Eu의 추출율이 감소하 으며, 이러한 결과로부터 Zr-1M 

DEHPA도 DEHPA와 마찬가지로 산성추출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1M HNO3에서 Am과 Eu의 추출율은 각각 47%와 61.5% 으며, Am과 

Eu 동위원소를 추적자로 사용한 실험에서[16] 나타난 Am과 Eu의 추출율이 

각각 82.4%와 95.5%에 비하면 추출율이 약 35% 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산농도 1M 보다 다소 낮은 0.7M일 경우에는 Zr 

-DEHPA/TBP 혼합추출제를 사용하여도 Am과 RE를 공추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DEHPA 추출에 적용하기 위해 HLW를 0.1M 질산

농도까지 탈질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HNO3 

매질에서 ZrA4(HA)2에 의한 M
3+
(Eu, Am)의 추출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고 

보고되어 있다 [4].

        M(NO3)
2+ + 2 ZrA4(HA)2 

 ⇌  M(NO3)(HZrA6)2 +
  2H+   

                  

            ③ 추출에 미치는 금속원소의 향

               [TBP]/[DEHPA]=1, [HNO3]=1M인 조건에서 Am과 Eu의 추

출에 미치는 공존하는 여러 가지 금속원소(Eu, Nd, Y, Ce, Fe, Mo, Zr, Cs, 

Sr)의 종류 및 농도의 향에 대하여 조사하 다. 

  0.1M Sr이 공존하는 경우 추적자 농도의 Am-241과 Eu-152의 추출율이 

약 20% 증가하 으며, 추출율의 상승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

리고 Eu, Nd, Y, Ce, Mo, Zr, Fe 및 Cs의 경우는 이들 각각의 금속원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Am과 Eu의 추출율은 감소하 다.

               

          (다) 유기상에 추출된 질산의 제거

               Zr-1M DEHPA/0.1M TBP의 혼합추출제로 금속원소뿐만 아

니라 질산도 추출한다. 유기상으로 추출된 질산은 Am 역추출을 위한 제 1단

계 역추출 단계에서 사용되는 0.05M DTPA/1M 젖산 혼합용액의 pH에 향

을 미쳐 Am의 역추출율이 약 10% 이상 감소하 다. 따라서 추출 유기상에 

존재하는 과량의 질산을 0.1M의 묽은 질산으로 세척하여 제거함으로써 효율

적인 Am 역추출이 가능하 다. 그리고 유기상으로 추출되는 질산은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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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P 형태로 추출하고, Zr-DEHPA는 HNO3와 H2O가 관여되지 않은 여러 

가지 형태의 용매화된 1:1 결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기상에 

추출된 질산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조건은 다성분계의 Am/RE 등을 공추출한 

유기상을 0.1M HNO3, O/A=0.5의 조건에서 세척횟수는 1회 다.

       

         (라) Am 역추출 (1 단계 역추출)

Am 역추출은 다성분(10성분)계 금속이온 용액을 1M HNO3에

서 Zr-1M DEHPA/0.1M TBP의 혼합추출제로 추출한 후 0.1M HNO3로 

O/A=0.5의 비로 1회 세척한 유기상을 대상으로 DTPA 농도, 젖산 농도 및 

pH 변화가 Am의 역추출에 미치는 향에 대해 실험하 다. 

          ① DTPA 농도 향

             Fig. 3.1-17은 젖산농도를 1M로 고정시키고 DTPA 농도를 변

화시킨 용액의 pH를 3.6으로 조정한 조건에서 DTPA 농도 변화에 대한 Am, 

Eu, Mo, Fe, Y 및 Nd의 역추출율을 도시하 다. Mo가 Am과 같이 역추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Eu, Fe, Y 및 Nd의 역추출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DTPA 농도가 증가할수록 Am의 역추출율은 증가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DEHPA 추출제에 대해서 DTPA를 사용하여 Am을 역추출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Zr-DEHPA의 경우도 Am이 Eu 보다 DTPA와 착물을 더 잘 형

성하므로 Am의 선택적 역추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DTPA 농도가 

증가할수록 Am과 Eu의 역추출율은 증가하나 상보조제로 TBP가 첨가된 

Zr-DEHPA에 대해서는 Eu 보다 Am의 역추출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Zr-1M DEHPA/0.1M TBP의 경우 0.05M DTPA 농도에서 Am과 Eu의 역추

출은 각각 53%와 17.9% 이고, Am/Eu의 상호 분리계수는 5.2다.

          ② 젖산농도 향

             Fig. 3.1-18은 DTPA 농도를 0.05M로 고정시키고 젖산농도를 

변화시킨 용액의 pH를 3.6으로 조정한 조건에서 젖산농도 변화에 대한  

Am, Eu, Mo, Fe, Y 및 Nd의 역추출율을 도시하 다. 젖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1.5M 까지는 Am과 Eu의 역추출율이 약간 증가하지만 커다란 차이

는 없었다. 그러나 DTPA 농도변화에 대한 실험결과와 유사하게 Mo가 Am

과 같이 역추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Eu, Fe, Y 및 Nd의 역추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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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7. Effect of DTPA concentration on the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at 1M lactic acid and pH=3.6 (Zr-1M DEHPA/0.1M 

TB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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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8. Effect of lactic acid concentration on the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at 0.05M DTPA and pH=3.6 (Zr-1M DEHPA/ 

0.1M TB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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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Am의 역추출율과 Am과 Eu의 상호 

분리계수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젖산농도 1M이 적합한 것

으로 판단되었으며 Zr-1M DEHPA/TBP 혼합추출제를 사용한 

경우에 Am 역추출율에 미치는 젖산농도변화의 향은 크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③ pH 향

             Fig. 3.1-19는 DTPA 농도를 0.05M, 젖산 농도를 1M로 고정시

킨 조건에서 pH를 3∼3.6으로 변화하 을 때 Am, Eu, Mo, Fe, Y 및 Nd의 

역추출율을 도시하 다. pH가 증가함에 따라 Am의 역추출율도 증가하 으

나 나머지 원소에 대한 향은 적게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 Am의 역추출율

과 Am과 Eu의 상호 분리계수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적합한 pH는 3.6

으로 판단된다.        

         (마) RE 역추출 (2 단계 역추출)

             다성분(10성분)계 혼합금속 용액을 1M HNO3에서 Zr-1M 

DEHPA/0.1M TBP의 혼합추출제로 추출한 후 0.1M HNO3로 O/A=0.5의 비

로 1회 세척한 유기상을 0.05M DTPA/1M 젖산(pH=3.6)으로 역추출한 다음 

여기서 나온 유기상을 대상으로 RE의 역추출을 실험을 하 다. 

  Fig. 3.1-20은 질산농도 변화에 대한 Eu, Mo, Fe, Y, Sr 및 Nd의 역추출

율이다. 1차 역추출에서 RE는 DTPA/젖산의 혼합용액에 의해 일부분만 역

추출되고 대부분의 RE는 유기상에 그대로 존재하는데, 2차 역추출 과정에서 

진한 HNO3 용액을 사용하면 RE는 쉽게 역추출 된다. 질산농도가 증가할수

록 Eu, Nd 및 Y의 역추출율도 증가하 으며 6M 이상에서는 증가율이 현저

히 둔화되므로 2차 역추출제의 적합한 질산농도는 6M로 판단되며, 질산농도 

6M에서 Eu의 91.4%가 역추출되었다. 이때 Mo, Fe는 역추출되지 않고 유기

상에 남아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Zr-1M DEHPA의 역추출 거동과 유사하

므로 RE의 역추출에 미치는 TBP의 향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바) 용매재생과 제 3상 생성

             알칼리용액인 0.5M (NH4)2CO3와 0.05M (CH2OH)2(CHOH)4의 

혼합용액으로 사용한 Zr-1M DEHPA를 세척하면 유기상에 잔존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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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9. Effect of pH in aqueous phase on the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at 0.05M DTPA and 1M lactic acid (Zr-1M DEHPA/ 

0.1M TB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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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0. Effect of HNO3 concentration on the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Zr-1M DEHPA/0.1M TB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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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원소는 제거시킬 수 있었으나, 유기상이 두 층으로 분열되는 제 3 상 생

성현상이 나타난다 [2].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EHPA의 Na염 또는 암모늄염은 수용액과 지방족 희석제 각각에 대한 용해

도가 작아 유기상과 수용상 어느 쪽에도 용해되지 않고 두 층 사이에 존재

하는 제 3 상이 생성된다고 보고되어 있다[5]. 본 실험에서는 제 3상 생성 방

지를 위하여 상보조제로 유전상수가 큰 TBP를 사용하여 [TBP]/[DEHPA] 

비를 0.03에서 0.12까지 변화시켜 실험한 결과 [TBP]와 [DEHPA]의 몰농도 

비가 0.1 이상인 조건에서 0.5M (NH4)2CO3 용액으로 Zr-1M DEHPA을 세척

하여 재생할 때 제 3 상 생성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이때 TBP의 사용량은 

[TBP]/[DEHPA]≥0.1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혼합용매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

하 다. 이 결과는 [TBP]와 [DEHPA]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수식 [TBP]= 

(0.063+0.2 [DEHPA])[4]에서 구한 [TBP]=0.163의 약 1/2에 해당하 다. 그러

므로 Am과 Eu의 추출을 방해하는 물질로 작용하는 TBP의 사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TBP]/[DEHPA]≥ 0.1의 혼합용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된다. 

       (3) 연속다단 추출장치를 이용한 Am/RE의 상호분리 

         (가) 모의 방사성폐액 제조

             모의 방사성 폐액은 실제 HLW에 존재하는 주요 금속원소의 

대표원소를 선정하여 Table  3.1-4와  같이 제조하 다. 본 연구의 관심대상 

핵종인 Am-241에 RE의 주요원소로 Dy, Eu, Ce, Nd, Y 그리고 Am/RE 추

출분리에 문제 원소로 알려진 Zr, Fe, Mo, 알카리족 원소인 Sr, Cs의 11성분

을 선정하 다.

        (나) Zr-DEHPA 제조 및 전처리 

             부피플라스크를 사용하여 1M DEHPA/dodecane 시약과 실험

조건에 맞는 Zr 농도의 Zr(SO4)2를 1M H2SO4 용액에 용해시켜 1M H2SO4 

의 Zr 용액을 만든다. 그리고 이들 두 시약의 부피비가 1: 1이 되도록 취한 

후 30분간 진탕하여 Zr이 유기상으로 추출되어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

출한 후 유기상만을 분리하여 1M H2SO4와 1M HNO3으로 각 1회 세척하여 

전처리 한 다음 상분리 여과지로 여과하여 잔유 수분을 제거한 후 시약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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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한다. 그리고 1M H2SO4 내 Zr량과 Zr 추출 시 수용상 내 Zr량 및 이를 

세척한 1M H2SO4 용액과 1M HNO3 용액 내 Zr량을 각각 분석하여 Zr-1M 

DEHPA(Zr=15g/L)를 준비하 다. 역추출제로는 Am의 경우 0.05M DTPA/ 

1M 젖산(pH=3.6) 혼합용액, RE의 경우 6M 질산용액, 용매재생제로는 0.05M 

(NH4)2CO3/1M (CH2OH)2(CHOH)4 혼합용액을 각각 사용하 다.

 Table 3.1-4.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simulated radwaste solution

Component Concentration

TRU Am-241 trace amount

RE

Dy

 Eu

Ce

Nd

Y

1.11×10-2 M

1.05×10
-3
 M

3.47×10
-2
 M

5.07×10-2 M

7.90×10
-3
 M

FP

Zr

Fe

Mo

Sr

Cs

4.82×10-5 M

2.02×10
-2
 M

1.36×10
-2
 M

2.08×10-2 M

3.48×10
-2
 M

Media HNO3  1.0 M

          (다) Mixer-Settler를 이용한 향류연속 용매추출

              Mixer-settler(MX)를 이용한 용매추출의 조업조건은 Table 

3.1-5 및 Fig. 3.1-21과 같다. 

        

 Table 3.1-5. Operation conditions of the banks

 

Feed
Feeding 

stage

Flow rate 

(mL/hr)

MX-1

 ① Simulated feed solution 9 60

 ② Zr-1M DEHPA/dodecane 16 60

 ③ 1M HNO3 (Scrub solution) 1 12

MX-2

 ④ Loaded Zr-DEHPA 8 60

 ② 1M Zr-DEHPA/dodecane (Scrub solvent) 1 12

 ⑤ 0.05M DTPA/1M Lactic acid (pH=3.6) 16 72

MX-3
 ⑥ Loaded Zr-DEHPA 1 72

 ⑦ 6M HNO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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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21. Flowsheet of partitioning for Am and RE with Zr-1M

               DEHPA (Zr=15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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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사용된 추출장치는 Cyrano type MX(16단x2조)로 mixer와 settler의 

부피는 각각 6mL, 17mL 고, 용액공급 펌프는 유기상의 경우 solvent 

delivery 펌프(Young-lin Model: M930)를, 수용상의 경우 peristaltic 펌프(용

량: 0.6∼500mL/hr, Pharmacia Biotec.)을 사용하 다. 

           ⓛ Am/RE 공추출

              MX-1은 Am/RE 등의 금속원소를 공추출하는 공정(추출: 9

단, Scrubbing: 7단)으로 유속비(O/A 비)가 1 : 1.2에서 운전시간에 따른 유기

상의 Am과 Eu의 농도 구배는 Fig. 3.1-22와 같다. 운전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Am 및 Eu(Nd, Ce, Dy, Y 등은 표시하지 않았으나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고 있음)의 추출양은 급격히 증가하여 약 200분이 경과하면 평형에 도달하

음을 알 수 있고, 이때 Am과 Eu는 99% 이상이 추출되었다. 그리고 7시간 

운전한 후 각 단의 수용상 내 Am과 Eu의 농도는 Fig. 3.1-23과 같으며, 추

출단수는 6단 정도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Am 역추출 (1 단계 역추출)

              MX-2는 MX-1에서 넘어온 유기상을 pH 3.6인 0.05M DTPA 

/1M 젖산의 혼합용액으로 Am 만을 선택적으로 역추출하는 공정(역추출: 8

단, Scrubbing: 8단)으로 Fig. 3.1-24는 유속비가 1 : 1에서 운전시간에 따른 

수용상의 Am과 Eu의 농도 구배이다. 운전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역추출되는 

Am의 양은 증가하여 약 250분이 경과하면 평형에 도달하 음을 알 수 있었

으며 Am은 수용상으로 99.5% 역추출되었다. 특히 Eu의 경우 Am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량이 모두 10ppm 이하로서 분석 오차에 기인하는 

것 같다. 

           ③ RE 역추출 (2 단계 역추출)

              MX-3은 MX-2에서 넘어온 유기상을 6M HNO3으로 RE만을 

선택적으로 역추출하는 공정(역추출: 8단)이다. 앞의 연구결과를 보면 6M 

HNO3에 의한 RE의 선택적 역추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본 실험

에서는 방사성페기물(RI 함유)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MX-3는 조업하지 

않고, MX-2에서 배출된 유기상을 받아 6M HNO3으로 5회 연속 접촉 역추

출한 결과 RE 모두 99% 이상이 역추출되었다. Table 3.1-6은 각 MX의 운

전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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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2. Organic phase concentration profiles of Am and Eu with 

           operation time in the first mixer-sett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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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3. Aqueous phase concentration profiles of Am and Eu in the 

            first mixer-sett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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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4. Aqueous phase concentration profiles of Am and Eu with 

            operation time in the second mixer-sett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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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1-6. Experimental results of Am and RE separation by mixer- 

settler 

                       Am    Eu    Nd    Ce     Y

MX-1  Extraction yields (%) 99.8 99.6 94.4 90.6 99.9

MX-2
 Stripping yields (%) 99.5 1.0 0.2 0.5 0.02

 Separation factors(Am/RE) 1 167 807 377 10750

  대부분의 RE들이 Am과 같이 공추출되었으며(MX-1), Am의 선택적 역추

출 시는 일부의 RE들이 Am과 같이 공역추출되었으나(MX-2) Am 기준 RE

에 대한 상호분리 계수가 모두 100 이상 얻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향후 개선점으로는 연속 조업시 상분리는 비교적 잘되었으나 운전 

시간(6시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제 3상이 생성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기상과 수용상의 비를 조절하든지 공급액의 

금속농도를 낮춰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밖에도 Zr-DEHPA를 군분리 공

정의 Am/RE 상호분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분위기 하에서도 

DEHPA 내 함침된 금속(Zr)이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

에 의해 분해되는 지를 그리고 이 경우 분리도에는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즉, Zr-DEHPA에 대한 방사성 시험 평가가 요구된다. 

 라. 결 언 

       (1)  Zr-DEHPA 추출제에 의한 Am/RE의 상호분리

           방사성 폐액에 존재하는 Am과 Eu을 비롯한 주요핵종 10 원소를 

선정하여 Am과 RE의 공추출→ Am의 선택적 역추출→ RE의 역추출을 통

한 Am과 RE의 상호분리 특성을 회분식으로 고찰하 다. 

  공추출의 경우 Zr-1M DEHPA(Zr=15g/L)으로 1M HNO3에서의 Am 및 

Eu의 추출율은 각각 80%와 94%를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DEHPA

가 0.1M의 낮은 질산농도일 경우 Am과 Eu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데 

반하여 Zr-DEHPA의 경우 1M 질산 용액에서도 Am과 Eu을 추출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Am의 선택적 역추출에서는 pH가 3.6으로 조정된 0.05M 

DTPA와 1M 젖산의 혼합용액으로 유기상으로 공추출된 Am과 Eu의 63.3% 

및 11.5%가 각각 역추출되었으며, 이때 Am과 Eu의 상호분리 계수는 13.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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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m의 역추출에서 역추출되지 않고 유기상에 남아 있는 RE의 역추출에 

적합한 HNO3 농도는 6M이며, 이때 Eu의 경우 89.9%가 역추출되었다.

  (2) Zr-DEHPA/TBP 혼합추출제에 의한 Am/RE의 상호분리

          Am/RE의 공추출 경우 Zr-1M DEHPA(Zr=15g/L)/0.1M TBP 혼

합추출제에 의한 1M 질산 용액에서의 Am과 Eu의 추출율은 각각 82.4%와 

95.5% 이다. 0.05M DTPA와 1M 젖산 혼합용액(pH=3.6)을 사용한 Am의 선

택적 역추출 시 Am 역추출율은 53%이며, Am/Eu 상호분리계수는 5.2로 나

타났다. 그리고 6M 질산에 의한 RE 역추출 시 Eu의 역추출율은 90.9% 

다. 알카리용액으로 DEHPA를 재생할 시 [TBP]/[DEHPA]=0.1 이상인 조건

에서 제 3상 생성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 

       (3) 연속추출장치를 이용한 다성분계에서의 Am/RE 상호분리

          방사성 폐액에 존재하는 Am과 Eu을 비롯한 주요 핵종 10 원소를 

선정하여 만든 모의폐액을 대상으로 Zr-DEHPA을 사용하여 16단의 Mixer- 

Settler(Cyrano type)을 사용하여 운전한 결과 대부분의 RE와 Am이 공추출

되었으며, Am의 선택적 역추출 시 일부의 RE들이 Am과 같이 공역추출되었

으나, Am 기준 RE에 대한 상호분리 계수가 모두 100 이상 얻어 상당히 만

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향후 개선점으로는 연속 조업시 상분리는 

비교적 잘되었으나 운전시간(6시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제 3상이 생성되

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기상과 수용상의 비를 

조절하든지 공급액의 금속농도를 낮춰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실험결과 Zr-DEHPA 및 Zr -1M DEHPA/0.1M TBP 혼합추출제

에 의한 Am과 RE의 상호분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상보조제로 TBP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Am과 RE 상호분리효율 측면에서 면 한 검토가 필

요하다. 그리고 Am/RE 상호분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분위기 하에

서도 DEHPA 내 함침된 금속(Zr)이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어느 정도의 방사

선량에 의해 분해되는 지를 그리고 이 경우 분리도에는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즉, Zr-DEHPA에 대한 방사성 시험 평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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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혼합 추출제에 의한 Am/RE의 상호분리

     가. 서 언 

         Am과 RE(rare earth element : Nd, Ce, Eu, Y 등)의 상호 분리법

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1-7], 주로 DIDPA, DEHPA,  

Diamide, TRPO, CMPO 등의 다양한 추출제에 의한 분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DIDPA와 DEHPA의 경우는 동일공정 흐름 내에서 Am과 RE의 상호 

분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취급 용액의 질산 농도가 각각 0.5M 및 

0.1M 이하로, 이를 위해서는 탈질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탈질 시 고온(약 

90℃)의 조작, 침전물의 여과, NOx 및 COx의 배기체 처리 등이 요구되어

[1,3,8] 공정을 보다 복잡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상기 추출제에 

의한 Am/RE 상호분리 시 Am의 착화제로 DTPA와 lactic acid의 혼합용액

이 통상 사용되는데 이 때 혼합용액의 pH를 3.5∼4 정도로 유지시켜야 한다

[1.2.9]. 반면에 Diamide, TRPO 및 CMPO 경우는 Am과 RE를 함께 공추출

하여 이를 공역추출 시키는 것으로 Am/RE를 상호분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분리 공정이 요구된다[1,2]. 이중에서 Diamide 및 CMPO는 취급 용액의 질산

농도를 2M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Diamide의 경우 Np과 Tc

이 미리 제거되어야 하며, CMPO의 경우는 상온에서 단독으로 존재할 시 제 

3상(third phase) 형성으로 인하여 TBP가 상보조제(phase modifier)로 첨가

된 CMPO/ TBP 혼합추출제 형태로 사용되어야 한다[10]. 한편 TRPO는 취

급 용액의 질산 농도가 약 1M 정도로 DIDPA와 DEHPA의 경우보다는 덜 

엄격하지만 탈질 공정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추출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즉, Am에 대한 높은 선택성을 가진 황과 질소 같은 약한 주개 원자를 

함유한 Cyanex 301(bis(2,4,4-trimethyl pentyl) dithiophosphinic acid), 

picolinamide, TPTZ(tris(2,4,6-tri(2-pyridyl)-1,3,5-triazine) 등의 추출제에 의

한 분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2,11,12]. 

  본 연구팀도 산소 주개 원자를 함유한 DEHPA 추출제로 RE보다는 Am에 

착물을 더 잘 형성하는 DTPA/lactic acid 혼합용액을 사용하여 Am/ RE의 

상호분리를 수행하 으나[9,13], 상기 언급한 단점을 지니고 있어 이의 개선

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 공정흐름 내에서 취급 용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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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또한 Am의 역추출 시 역추출 용액의 pH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Am/RE의 상호분리 공정 개발을 목표로 수행하

다. 이를 위하여 3가 금속 이온(M
+3로 기술)에 대한 추출성이 양호하며 높은 

질산 농도에서 사용 가능한 CMPO/TBP의 혼합용매를 Am/RE의 공추출제

로, Am/RE의 상호분리 역추출제로는 기존의 DTPA/lactic acid 혼합용액 대

신에 새로운 DTPA/NaNO3 혼합용액을 각각 선정하 다. 

  그러나 CMPO/TBP 혼합추출제에 의한 Am 및 RE의 분리가 대부분 2∼

3M의 질산 매질 및 M
+3
의 총 농도가 약 10

-3
M 정도에서 Am과 RE를 공추

출하여 공역추출시키는 연구가 수행되었을 뿐[10,14], 동일공정 흐름 내에서

의 상호분리 연구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HLW 내 실제 Am/RE의 

조성[15] 즉, M+3의 총 농도가 약 0.12M 정도에서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

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일공정 흐름 내에서 Am/RE를 상호분리 할 수 

있도록 실험계를 (1) CMPO/TBP 혼합추출제에 의한 Am/RE의 공추출, (2) 

NaNO3에 의한 질산의 역추출, (3) DTPA/NaNO3 혼합용액에 의한 Am의 역

추출, (4) HNO3에 의한 RE 역추출 등으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수행하 다. 

일차로는 Am의 대표원소로 DTPA에 의한 역추출 시 착물 안정도상수가 

Am과 거의 같은 값[16,17]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Dy를, RE의 대표원소로는 

실제 HLW 내 RE 중 함유량이 가장 많은 Nd를 각각 선정하여[15] 즉, 이성

분계로 구성하여 Dy 및 Nd의 상호분리 거동을 규명하여 이 공정의 타당성

을 우선적으로 검토하 으며, 다음으로는 Am과 Ce, Nd, Eu, Y 및 Dy 등이 

첨가된 다성분계 용액으로부터 Am/RE의 상호분리를 수행하 다.

     나. 실 험 

       (1) 모의용액 및 추출용매 제조

           모의용액은 본 연구의 관심 대상 핵종인 Am에, RE의 대표원소

로는 실제 HLW에 함유되어 있는 원소 중에서 산화가 상태 변화에 향을 

미칠 수 있는 Ce, 함량이 가장 많은 Nd[15], Am/RE 상호분리 시 분리율이 

낮아 문제 핵종으로 보고되고 있는 Eu[1], 그리고 Y, 마지막으로는 실제 

HLW에는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으나 이성분계에서의 Dy/Nd 상호분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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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비교하기 위하여 Dy을 각각 선정하여 총 6 성분계의 혼합용액으로 구

성하 다. 

  용액 제조 시 사용된 모든 시약은 질산 염의 특급시약(Aldrich 사 제품)으

로 기타 정제 과정 없이 직접 사용하 으며, 방사성 동위원소인 Am-241은 

미국 IPL(Isotope product Lab.)사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각 원소의 

화학 조성 및 농도는 Table 3.2-1과 같다. 

Table 3.2-1. Chemical compositions and concentrations of the simulated

             HLW containing the 6 components.

Element Compound Concentration, (M)

Estimate HLW [15] Simulated HLW

Am

Ce

Nd

Eu

Y

Dy

Am-241

Ce(NO3)3 6H2O

Nd(NO3)3 6H2O

Eu(NO3)3 5H2O

Y(NO3)3 5H2O

Dy(NO3)3 5H2O

0.0012

0.033

0.0434

0.0019

0.0084

-

Tracer

0.0393

0.0389

0.0021

0.0085

0.0013

H
+

HNO3 2.0 2.01

  

  한편 추출용매는 추출제인 CMPO와 TBP를 희석제인 n-dodecane과 혼합

하여 추출 조건에 맞는 질산 용액과 평형상태가 되도록 분액깔대기에서 진

탕한 후, 상분리가 이루어지면 유기상만을 분리하여 여과지로 미량의 수분을 

제거하여 준비하 다.

       (2) 실험 방법

           모든 실험은 회분식으로 25℃에서 수행하 다. 이성분계 실험은 

다음과 같이 즉, ① Dy/Nd의 공추출은 20mL 용량의 vial에 미리 제조된 모

의 용액과 혼합추출제인 CMPO-TBP/n-dodecane을, ② 질산 역추출은 0.2M 

CMPO/30% TBP 및 O/A=1에서 추출된 유기상과 NaNO3 용액을, ③ Dy 역

추출은 2M NaNO3(pH=2)로 6회에 걸쳐 질산을 역추출한 유기상과 DTPA/ 

NaNO3 혼합용액을, ④ Nd의 역추출은 0.05M DTPA/2M NaNO3(pH=2)로 

Dy를 역추출한 유기상과 질산 용액을 각각의 실험 조건에 맞추어 일정량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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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다. 

  반면에 다성분계 실험은 즉, ① Am/RE의 공추출은 20mL 용량의 vial에 

미리 제조된 모의용액과 혼합추출제인 0.2M CMPO-30% TBP/n-dodecane 

(이후 0.2M CMPO/30% TBP로 기술)을, ② 질산 역추출은 0.2M CMPO/ 

30% TBP 및 O/A=3에서 추출된 유기상과 NaNO3 용액을, ③ Am 역추출은 

O/A=1로 0.5M NaNO3(pH=2)에 의한 3회 질산 역추출 과정을 거친 유기상

에 DTPA/NaNO3 혼합용액을, ④ RE의 역추출은 O/A=1로 0.05M DTPA/ 

2M NaNO3 (pH=2)에 의한 Am의 역추출 과정을 거친 유기상에 질산 용액

을, 각각의 실험 조건에 맞추어 일정량씩 취한다. 

  그런 다음 이를 온도 및 시간 조절기가 부착된 진탕기(dry air bath 

shaker, 국제과학, model : 36-sin-100)을 이용 30분간 진탕하여 완전히 평형

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유기상과 수용상으로 각각 분리하여 수용상에 존재

하는 금속이온 및 수소이온(H
+)의 농도를 분석하 다. 이때 유기상에 있는 

금속 이온의 농도는 물질 수지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그리고 각 단계에 

주입되는 유기상에 함유되어 있는 질산 및 Ce, Nd, Eu, Y, Dy의 농도는 

Table 3.2-2와 같다.

Table 3.2-2. Concentration of Ce, Nd, Eu, Y, Dy and HNO3 in each

             organic phase 

Unit step
Concentration of each element in organic phase, (M)

Nd Dy HNO3

Two-

components

② 3.93E-2 9.01E-4 4.46E-1

③ 3.74E-2 8.02E-4 5.01E-3

④ 3.51E-2 3.01E-4

Unit step
Concentration of each element in organic phase, (M)

Ce Nd Eu Y Dy HNO3

Multi-

components

② 1.27E-2 1.26E-2 6.7E-4 2.31E-3 4.0E-4 4.33E-1

③ 1.08E-2 1.06E-2 5.5E-4 4.4E-4 2.8E-4 6.93E-3

④ 1.02E-2 9.97E-3 3.7E-4 2.4E-4 1.4E-4

       (3) 분 석

           수용상 내 질산 농도 분석은 0.1N NaOH 표준용액을 적정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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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용하여 자동적정 분석기(model: Metrohm 716 DMS Titrino)로 각각

의 수소이온 농도를 분석하여 측정하 다. 방사성 동위원소인 Am-241의 농

도분석은 MCA(multichannel analyzer, Model: OXFORD TENNELEC 

TC702, HPGe detector)를 이용하여, Ce, Nd, Eu, Y 및 Dy의 농도는 

ICP(inductive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Model : ISA Jobin-Yvon 

JY 50P and JY 38 Plus)를 이용하여 각각 분석하 다. 

  그리고 추출율(extraction yield), 역추출율(stripping yield) 및 상호분리 계

수(separation factor)는 상분리가 된 유기상 및 수용상에 존재하고 있는 각

각의 금속이온 및 수소이온의 농도를 분석하여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 다.

  추출율(%)= 100 x RD/(1+RD),  역추출율(%)= 100 - 추출율(%) 

 

  상호분리 계수 = DRE/DAm

   여기서 R : O/A 비

          D : 분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 : COrg./CAq.)

          COrg., CAq.: 유기상 및 수용상에서의 각 원소 농도(mol/L)

     다. 결과 및 고찰 

       (1) Dy/Nd의 상호분리

         (가) 질산 추출

              일반적으로 CMPO 및 TBP에 의한 질산의 추출 반응은 각각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18,19]. 

 H
+ + NO3

- + CMPO ⇒ (HNO3)CMPO                              (1)

 H+ + NO3
- 
+ TBP ⇒ (HNO3)TBP                                  (2)

 

여기서 밑줄은 유기상을 의미한다. 

  Fig. 3.2-1은 0.2M CMPO, 30% TBP 및 0.2M CMPO/ 30% TBP에 의한 

각각의 질산 추출율이다. 각 추출제 모두 질산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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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Extraction yields of nitric acid with initial concentration of

           HNO3 in the various solvent extrac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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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 이후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으로, CMPO 단독의 경우 6% 이하, 

TBP는 12∼18%, CMPO/TBP의 경우는 17∼23%가 추출되었다. 이는 질산

의 추출이 주로 TBP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낮은 질산 농도(1M 

이하)에서는 질산농도 증가에 따라 NO3
- 농도가 증가하여 추출율이 증가한 

반면에 높은 산도에서는 질산 추출에 사용할 자유 TBP 및 자유 CMPO의 

농도가 감소하여 추출율이 감소하 다. 자유 TBP 및 CMPO는 추출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TBP와 CMPO의 농도로 각각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TBP]f = [TBP]i - [HNO3]                                         (3)

[CMPO]f = [CMPO]i - [HNO3]                                     (4) 

  여기서 [TBP]i, [CMPO]i는 각각 초기 TBP 및 CMPO의 농도이다. 이로부

터 CMPO/TBP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추출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수용상의 

질산 농도가 상당량 변화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추출 전에 추출용매를 질산과 선평형 시켜야 한다. 

  Table 3.2-3은 유기상의 선평형 여부에 따른 수용상에서의 질산농도 변화

를 나타낸 것으로 선평형을 거친 (2)
++의 경우 수용상 내 질산 농도가 초기 

질산 농도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산 용액에 의해 

선평형이 이루어진 유기상을 이용하여 모든 실험을 수행하 다.

Table 3.2-3. Concentration of HNO3 after extraction by the mixture of 

             0.2M CMPO and 30% TBP

Initial concentration of 

HNO3, [M]

Concentration of HNO3 in the aqueous phase, [M]

(1)
+

(2)
++

0.1

0.5

1

2

3

4

0.09

0.40

0.78

1.56

2.45

3.28

0.10

0.49

0.97

1.95

2.98

3.96

 (1)
+
  : Equilibration between fresh aqueous and fresh organic phase

 (2)
++
 : Equilibration between fresh aqueous and once-equilibrated

        organic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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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Dy/Nd 공추출 

          ① 질산 농도 향 

             Fig. 3.2-2는 수용상 내 질산 농도 변화에 따른 30% TBP, 

0.2M CMPO 및 0.2M CMPO/30% TBP에 의한 Am, Dy 및 Nd의 추출율이 

각각 나타나 있다. TBP의 경우 M+3에 대한 분배계수가 적은 데 기인하여 

거의 추출이 되지 않고 있다[19]. 반면에 CMPO 및 CMPO/TBP의 경우는 

거의 유사한 추출율을 보이며, 1M 이상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 이로부터 

M
+3
의 추출은 CMPO에 의해서만 좌우되고 있으며, 질산 농도는 1∼2M에서 

조업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Dy의 추출은 Am 및 Nd 보

다는 다소 낮지만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CMPO에 의한 추출력

은 Am>Nd>Dy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실험 조건은 다르지만 CMPO의 추

출능이 Am>Nd>Dy 순이라는 Horwitz의 결과[20]와 일치하고 있다. 특이한 

점으로는 CMPO 단독의 경우 질산농도 및 온도에 무관하게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유기상과 수용상의 경계 면에서 crude 형태의 제 3상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CMPO/TBP 경우 이런 현상이 관찰되지 않아, TBP가 제 3상 생성을 

방지하는 상보조제 역할을 한다는 기존문헌[4,6,10]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② CMPO 농도 향

             Fig. 3.2-3은 2M 질산 및 30% TBP에서 CMPO 농도 변화에 

따르는 Nd의 추출율과 분배계수로서 CMPO 농도 증가에 따라서 추출율이 

증가하며 0.2M의 경우 약 88%가 추출되었다. 이는 CMPO 농도 증가에 따라 

자유 CMPO의 농도가 증가한데 기인한다. 또한 Nd의 분배계수 향은 

CMPO 농도의 2.92승에 비례하 다. 이는 지금까지 발표된[18] 산도가 높은 

역(1M 이상)에서 M
+3
의 추출이 CMPO 농도의 3승에 비례하는 식(5)를 거

의 만족시키고 있다. 특히 CMPO 농도 0.3M 이상([TBP]/[CMPO]의 몰 비

=3.66 이하)이거나 온도가 20℃ 이하에서는 유기상 내에 제 3상이 형성되었

다. 반면에 0.2M 이하([TBP]/[CMPO]=5.51 이상)에서는 상기 현상이 관찰되

지 않아 CMPO에 의한 조업 시 [TBP]/[CMPO]의 비 및 온도가 중요한 요

인임을 알 수 있다. 

M
3++3NO3

-
+3CMPO(HNO3)n ⇒ M(NO3)3(CMPO)3(HNO3)m+(3n-m)HNO3 (5)

                     (n = 0∼2,  m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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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Extraction yields of Am, Dy and Nd with concentration of 

           HNO3 in the various solvent extrac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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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3. Extraction yields and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N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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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TBP 농도 향 

             Fig. 3.2-4에는 2M 질산 및 0.2M CMPO에서 TBP 농도 변화

에 따르는 Nd의 추출율이 나타나 있다. TBP 농도 증가에 따라서 추출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90±3%로 실험오차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어 

TBP 농도에는 거의 향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는 1M 이하의 질산 

역에서 TBP 농도 증가에 따라 추출율이 현저하게 감소하지만 2M 질산 

용액에서는 그 감소 폭이 미미하여 거의 향이 없다는 Vandegrift[10]의 결

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TBP 농도가 30% 이하([TBP]/[CMPO]= 5.51 이하)이

거나 온도가 20℃ 이하에서는 CMPO 0.3M 이상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같은 

제 3상이 형성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TBP]/[CMPO]의 몰 비를 

5.51 이상으로 증가시키면 즉, TBP 농도를 증가시키면 되나 TBP의 증가는 

HLW 내에 공존하고 있는 상당량의 핵분열생성물(FP: fission product)을 공

추출하게 되어 M
+3에 대한 추출 선택도를 저하시키므로 적절량을 선정해야 

한다. 통상 상온에서 0.2M CMPO 이용 시 1.1∼1.4M의 TBP가 추천되고 있

다[6,20]. 

          ④ Nd 농도 향 

             Fig. 3.2-5는 2M 질산 및 0.2M CMPO/30% TBP에서 Nd의 

농도 변화에 따르는 Nd의 추출율이다. Nd의 농도 증가에 따라 추출율이 급

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Nd 농도 증가에 따라 자유 CMPO의 농도가 감

소한 데 기인한다. 특히 Nd가 0.045M 이상에서는 온도에 무관하게 TBP 

30% 이하 및 CMPO 0.3M 이상의 역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제 3상이 

형성되었다. Nd과 CMPO와의 결합비가 약 1:3 정도임을 고려할 때 0.2M 

CMPO에 의해 추출될 총 Nd의 양은 0.067M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0.045M

(유기상의 Nd 농도 : 0.04M)에서 제 3상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0.2M CMPO

의 용매 부하량(loading capacity)은 약 60% 정도임을 알 수 있다. 0.2M 

CMPO의 용매 부하량이 70∼75%(유기상의 Nd 농도: 0.047∼0.05M) 정도라

는 Horwitz[14]의 결과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질산농

도 3M, [TBP]/[CMPO]=6 등의 추출 조건과 희석제가 서로 다른데 기인하는 

것 같다. 이로부터 0.2M CMPO/ 30% TBP에 의해 M
+3을 공추출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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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Extraction yields of Nd with concentration of TBP in the 0.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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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5M 이하에서 조업해야 하며, 이 이상에서는 CMPO 농도를 높이거나 

O/A 비를 조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⑤ NaNO3 농도 향 

             Fig. 3.2-6에는 0.2M CMPO/30% TBP에서 NaNO3 농도에 따

르는 Nd과 질산의 추출율로서 NaNO3 농도 증가에 따라 Nd 및 질산의 추출

율이 증가되고 있다. 이는 NO3
-
 농도 증가에 따라 M

+3
 및 H

+
 각각에 대한 

CMPO 및 TBP의 추출능이 증가된 데 기인한다. 또한 0.1M의 질산에서도 

0.25M NaNO3가 첨가된 경우 약 79% 정도의 Nd이 추출되어, NaNO3가 첨

가되지 않은 경우보다 약 30% 정도 상승되었다. 이로부터 CMPO가 일반적

으로 높은 산도(1M 이상)에서 추출력이 양호하지만, NO3
-
가 충분한 농도로 

공존하고 있을 시는 낮은 산도에서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2-7은 2M 질산 및 0.2M CMPO/30% TBP에서 NO3
- 농도에 따르는 

Nd의 분배계수로서, NO3
- 농도의 3.93승에 비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계의 추출 반응은 식(6)와 같이 추측된다. 

 M3+ + H+ + 4 NO3
-
 + 3 CMPO ⇒ M(NO3)3(CMPO)3(HNO3)          (6)

이상의 결과로부터 실제 HLW(질산 농도: 2M, MA/RE의 총 함량: 약 

0.13M)를 대상으로 하여[15], 상온에서 CMPO/TBP에 의해 MA/RE를 공추

출할 경우  CMPO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O/A 비를 3 정도로 증가

시키거나 또는 주입 용액의 산도를 조정한(0.5M 이하) 후 소량의 NaNO3을 

첨가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다) 질산 역추출

              질산 역추출은 CMPO/TBP에 의한 M
+3
의 공추출 시 상당량

의 질산이 함께 추출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다. 즉, NO3
-
 첨가에 

따른 CMPO/TBP에 의한 질산과 M
+3과의 분배계수를 차이를 이용하여 질산

만을 최대한 역추출시키고, 이 때 M+3은 가능한 한 역추출되지 않아야 한다.

          ① NaNO3 농도 및 pH의 향

             Fig. 3.2-8은 2M 질산에서 0.2M CMPO/30% TBP에 의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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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유기상(질산 농도: 0.446M, Dy 농도 : 0.0009M, Nd 농도: 0.0393M)을 

대상으로 NaNO3 농도 및 pH 변화에 따른 Nd와 질산의 역추출율을 나타내

었다. NaNO3 농도 증가에 따라 Nd 및 질산의 역추출율이 모두 감소하 다. 

이는 CMPO/TBP에 의한 M+3과 질산의 추출반응이 식(5)와 식(1), (2)로 각

각 알려져[18-20] NO3
-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M+3 및 H+ 각각에 대한 추출

능이 증가하여 역추출이 감소되었다.

  pH의 향을 보면 질산의 경우 비록 pH=1과 pH=2에서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이지만, pH 증가에 따라 역추출율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으로 pH=3의 

0.1M NaNO3의 경우 약 89% 까지 역추출 되었다. 반면에 Nd의 경우는 pH 

증가에 따라 역추출율이 모두 실험오차 내 존재하고 있어 본 실험 역에서

는 pH의 향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로부터 질산의 역추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NaNO3 농도를 감소시키거나 pH를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 그러나 

NaNO3 농도 감소는 M
+3의 역추출을 증가시키므로, 그리고 pH의 증가는 연

속공정 조업 시 제어에 어려움을 야기 시키므로 적절한 선정이 요구된다. 

  Fig. 3.2-9는 Fig.3.2-8의 유기상을 대상으로 pH=2에서 NaNO3 농도에 따

른 Dy 및 Nd의 역추출율을 나타내었다. NaNO3 농도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며, 특히 Dy가 Nd 보다 역추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Nd의 추출율이 Dy 보다 높아 즉, Nd가 보다 안정하게 CMPO와 결합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질산 역추출 조건을 Dy 및 

Nd를 모두 5% 이하로 역추출 시키며, 공정 조업 시 pH를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 있는 2M NaNO3 및 pH=2로 선정하 다. 

          ② 역추출 횟수의 향 

             질산의 역추출 횟수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CMPO/TBP 유기상

에 함유된 질산농도 변화에 따른 Dy 및 Nd의 역추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Fig. 3.2-10은 0.05M DTPA, pH=2 및 2M NaNO3에서 CMPO/TBP 유기

상에 함유된 질산농도 변화에 따른 Dy 및 Nd의 역추출율이다. 유기상에 함

유된 질산 농도가 증가할 수록 Dy의 역추출은 매우 감소하는데 반하여 Nd

은 감소의 폭이 크지 않다. 유기상의 질산 농도가 0.16M인 경우 Dy 및 Nd

이 각각 2.2%, 0.6%가 역추출되었다. 이는 산도가 높은 경우 DTPA가 해리

(dissociation) 되지 않아[22] DTPA-M+3 착물이 형성되지 않은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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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Stripping yields of Dy and Nd with concentration of NaNO3 at 

           p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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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of HNO3 in organic phase,[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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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 Stripping yields of Dy and Nd with concentration of HNO3 in

            the organic phase at 0.05M DTPA, 2M NaNO3 and p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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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분리계수(= DNd/DDy)는 약 4 정도로 분리계수 측면에서는 비교적 양호

하나, 실제 MA/RE를 상호분리하기 위해서는 분리계수도 중요하지만 연속공

정 조업시 단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MA의 역추출은 1단 기준 50% 이상, 

RE는 10% 미만이 역추출되는 범위에서 선정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유기상의 질산농도 0.16M은 부적당하다. 반면에 질산 농도 0.008M의 경우 

Dy 및 Nd가 각각 61.4%, 5.4%가 역추출(분리계수: 약 28)되어 Dy와 Nd의 

상호분리가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CMPO/TBP에 의해 공추출된 M
+3
을 DTPA에 의해 상호분리 할 

시 유기상 내의 질산 농도가 지대한 향을 끼치고 있으며, 상호분리 효율을 

고려하여 질산 역추출 단계에서 유기상 내 함유된 질산 농도를 0.01M 이하

로 떨어뜨려야 한다. 그러나 2M NaNO3(pH=2)에 의한 1회 역추출 시 유기

상 내 질산농도가 0.18M로 여전히 높아 여러 번의 역추출 과정이 필요하다. 

  Fig. 3.2-11에는 2M NaNO3 및 pH=2에서 역추출 횟수에 대한 Dy, Nd 및 

질산의 누적 역추출율이 나타나 있다. 질산의 경우 5회 이상이면 가능하며, 

6회 역추출 할 시 초기의 CMPO/TBP에 추출된 질산농도 기준 약 99%가, 

Dy 및 Nd는 각각 9.6%, 4.8%가 공역추출되었다. 이 때 유기상 내 함유된 

질산, Dy, Nd 농도는 각각 0.005M, 0.0008M, 0.0374M 이었다. 

         (라) Dy 역추출 

          ① DTPA 농도 향 

             Fig. 3.2-12는 2M NaNO3 및 pH=2에서 DTPA 농도 변화에 

따른 Dy 및 Nd의 역추출율이다. DTPA 농도 증가에 따라 Dy 및 Nd의 역

추출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0.1M의 DTPA의 경우 각각 77.9%, 9.5%가 역추

출(분리계수 : 약 34) 되어 상당량의 Nd가 함께 역추출 됨을 알 수 있다. 반

면에 분리계수 측면에서 보면 DTPA 농도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경향

이나 그 증가폭이 미미하고 특히 0.025M 이상에서는 29∼33 정도로 거의 비

슷한 값을 보이고 있어 0.025M DTPA 정도면 충분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0.025M DTPA 경우 보다 Nd의 역추출은 약 2% 정도 증가되

는데 반하여 Dy의 역추출이 약 15% 정도로 크게 증가되는 즉, 분리계수 약 

31을 갖는 0.05M DTPA를 최적 조건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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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 Accumulated stripping yields of Dy, Nd and nitric acid with 

           contact times at 2M NaNO3 and p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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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Stripping yields of Nd and Dy with concentration of DTPA 

            at 2M NaNO3 and p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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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13은 DTPA 농도 변화에 따른 Dy, Nd의 분배계수로 기울기가 각

각 -0.91 및 -0.93을 나타내어 DTPA와 Dy, Nd 간의 착물이 식(7)과 같이 

거의 1:1의 몰 비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발표된 문헌과 거

의 일치한다[17,22]. 

 Dy(/or Nd)
3+
 + DTPA

5-
  ⇒ Dy(/or Nd)(DTPA)

2- 
                   (7)

          ② NaNO3 농도 향

             Fig. 3.2-14는 0.05M DTPA 및 pH=2에서 NaNO3 농도 변화에 

따른 Dy 및 Nd의 역추출율로서, NaNO3 농도 증가에 따라 Nd 및 Dy의 역

추출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4M NaNO3 에서 각각 50%, 1.7%가 역추출(분리

계수 : 약 58) 되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NO3
-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M
+3에 대한 CMPO의 추출능이 증가되어 역추출이 감소된 데 기인한다. 

그리고 NaNO3 농도를 3M∼4M 정도로 증가시키면 분리 계수 측면에서는 

42∼58 정도로 매우 양호하나, 염(salt)의 양이 많이 소요되어 이로 인한 2차 

방사성 폐기물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반면에 1M 이하로 감소시키면 상당량

의 Nd가 함께 공역추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볼 때 분리계수 31 정도를 유지하는 2M 

NaNO3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③ pH 향

             Fig. 3.2-15는 0.05M DTPA 및 2M NaNO3에서 pH 변화에 따

른 Dy 및 Nd의 역추출율로서 pH 증가에 따라 Dy 및 Nd의 역추출이 함께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pH=1 및 pH=1.5의 경우 Dy 및 Nd의 역추

출은 각각 2.5%, 1.1%(분리계수 : 약 2) 및 18.2%, 1.6%(분리계수: 약 14)

다. 이는 DTPA의 해리가 식(8)과 같으며, 이 때 1차 및 2차 pKa 값이 각각 

1.80, 2.55로 보고되고 있어[23], pH=1.5 이하에서는 DTPA가 해리가 되지 않

거나 부분적으로 해리되어 DTPA-M
3+
의 착물 형성이 미미한데 기인하는 것 

같다. 

 H5-n DTPA
n- ⇒ H+ + H4-n DTPA

(n + 1)-     ( n= 0 ∼4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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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Nd and Dy with concentration of 

            DTPA at 2M NaNO3 and p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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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 Stripping yields of Nd and Dy with concentration of NaNO3 

            at 0.05M DTPA and pH=2.  



- 246 -

 pH of aqueous ph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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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5. Stripping yields of Nd and Dy with pH of aqueous phase at 

            0.05M DTPA and 2M Na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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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pH=3에서는 DTPA가 완전 해리되어 Dy 및 Nd가 각각 86.4%, 

31.9%로 역추출(분리계수 : 약 14)이 증가되었으나, 상당량의 Nd가 공역추출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분리계수를 보면 pH=2를 기점으로 분리계수 약 31 

정도로 최대치에 도달하 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으로 pH=2가 Dy/Nd 상호

분리의 최적 조건임을 알 수 있다. 

         (마) Nd 역추출

              Fig. 3.2-16은 0.05M DTPA, 2M의 NaNO3 및 pH=2로 Dy를 

역추출한 후에도 유기상에 존재하고 있는 Nd(0.0351M), Dy(0.0003M)를 대상

으로 하여 질산 농도 변화에 따른 Nd와 Dy의 역추출율이다. 이때 Dy는 

mixer-settler와 같은 다단의 연속추출장치를 이용할 시 Dy의 역추출 과정에

서 모두 역추출 되나, 본 연구에서는 1단의 회분식으로 수행하여 유기상 내 

미량의 Dy가 존재하고 있다. Nd 및 Dy 모두 질산농도 증가에 따라 역추출

율이 감소하며, 0.1M HNO3의 경우 각각 38.5%, 29.8%가 역추출되었다. 이는 

CMPO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즉, 산도가 높을수록 M+3에 대한 추

출율이 증가하여 역추출이 감소되었다. 

  그리고 Nd의 관점에서 보면 0.005M 및 0.01M 질산의 경우 각각 67.5%, 

66.1%로 거의 비슷하게 역추출되어, 2차 방사성폐기물 양을 감소시키는 차원

에서 Nd의 역추출 조건으로는 0.01M 질산이 효과적이다. 

  특이점으로는 Dy가 질산농도 변화에 따라 약 30∼40% 정도 역추출되었

다. 이는 0.2M CMPO/30% TBP/2M HNO3 계에서 Dy의 분배계수가 4.2로 

Nd의 10.4보다 낮아 Dy가 많이 역추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결과를 벗어난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Dy가 Dy의 역추출 과정에서 모두 역추출되는 것으

로 고찰하여 이의 원인 규명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M
+3
의 MA/RE를 CMPO/TBP에 의해 공추출시킨 후, 

NaNO3에 의해 CMPO/TBP에 의해 공추출된 질산을 효과적으로 역추출하면 

DTPA/NaNO3 혼합용액과 약질산 용액으로 MA와 RE를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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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 Stripping yields of Nd and Dy with concentration of nit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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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m/RE의 상호분리 

         (가) Am/RE 공추출

                CMPO에 의한 Am과 RE의 공추출에서 주요한 요인 중의 하

나는 제 3상의 형성여부 이다. 유기상과 수용상의 경계면에서 형성되는 

crude 형태의 제 3상은 TBP를 상보조제로 첨가하여 극복할 수 있으나, 유기

상 내에 제 3상은 CMPO 농도, TBP 농도, M+3 농도 및 온도 등에 복합적으

로 향을 받고 있어 이의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Table 3.2-4는 25℃, O/A=1에서 CMPO 농도, TBP 농도, M
+3
 농도 변화에 

따르는 유기상 내 제 3상의 형성을 육안으로 관찰한 것으로 이 때 M+3의 대

표원소로는 Nd를 선정하여 이의 농도를 변화시켜 수행하 다. .

 Table 3.2-4. Conditions of the 3rd phase formation in organic solution

             at 25℃

CMPO,

[M]

TBP,

[%]
M
+3
, [M]

The 3rd

phase 

CMPO,

[M]

TBP,

[%]
M
+3
, [M]

The 3rd

phase 

0.1

20 0.04∼0.30 F
*

0.3

20 0.04∼0.30 F

30
< 0.08 NF

**

30
< 0.04 NF

0.14∼0.30 F 0.08∼0.30 F

40 0.04∼0.30 NF 40
< 0.08 NF

0.14∼0.30 F

50 0.04∼0.30 NF 50 0.04∼0.30 NF

0.2

20 0.04∼0.30 F

0.4

20 0.04∼0.30 F

30
< 0.04 NF

30 0.04∼0.30 F
0.08∼0.30 F

40
< 0.14 NF

40
< 0.04 NF

0.20∼0.30 F 0.08∼0.30 F

50 0.04∼0.30 NF 50
< 0.14 NF

0.20∼0.30 F

* F : Formation,   ** NF : Not Formation

  M+3의 추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CMPO의 농도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 경우 제 3상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TBP의 농도 또한 증가시켜야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BP 농도를 증가시키면 HLW 내에 공존하고 있는 FP

의 상당량이 공추출하게 되어 M
+3에 대한 추출 선택도를 저하시키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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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질산의 추출이 증가되어 이의 선택적 역추출 시 많은 문제점을 야

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CMPO의 농도를 직접 증가시키지 

않고, O/A 비를 증가시켜, 또한 본 연구의 M
+3의 총 농도가 약 0.09M 정도

임을 고려하여 제 3상 형성을 억제할 수 있는 0.2M CMPO/30% TBP, 

O/A=3에서 수행하 다.

  Fig. 3.2-17은 2M 질산, 0.2M CMPO/30% TBP 및 O/A=3에서의 각 원소

의 추출율이 나타나 있다. Am은 99%, Ce 및 Nd는 96.9%, Eu은 96.3%, Dy

은 92.7%, Y은 81.6% 추출되어 별 문제 없이 Am과 RE를 공추출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때 각 원소의 분배계수는 Am=34.1, Ce=10.8, Nd= 

10.4, Eu=8.6, Dy=4.2, Y=1.4 다. 이는 실험 조건은 다르지만 CMPO/TBP에 

의한 M
+3의 추출능이 Am〉Ce≥Eu≥Nd>Dy≫Y 순이라는 Horwitz의 결과

[20]와 Nd와 Eu의 순서가 바뀌었을 뿐 거의 일치하고 있다. 

         (나) 질산 역추출

          ① NaNO3 농도 향

             질산 역추출은 2M 질산, 0.2M CMPO/30% TBP 및 O/A=3에

서 공추출한 유기상을 대상으로 하여 O/A=1에서 pH=2로 조정된 NaNO3의 

농도를 변화시켜 수행하 다. 

  Fig. 3.2-18은 pH=2에서 NaNO3 농도에 따른 Am, Ce, Nd, Eu, Y, Dy 및 

질산의 역추출율로서 NaNO3 농도 증가에 따라 각 원소와 질산의 역추출율

이 모두 감소하 다. 이는 NO3
-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식(1), 식(2) 및 식(5)

와 같이 H+와 M+3에 대한 CMPO 및 TBP의 추출능이 증가하여[18,19] 역추

출이 감소되었다. 또한 각 원소의 역추출능은 예상한 데로 추출능의 역순으

로 즉, 추출력이 강한 핵종이 보다 안정하게 CMPO와 결합된 데 기인하여 

Y≫Dy〉Nd≥Eu≥Ce〉Am으로 나타났다. 특히 Am의 경우 0.5M NaNO3에

서 3% 정도가 공역추출되었다. 이는 염 증가로 인한 2차 폐기물을 감소시킨

다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 결과이다. 

  Table 3.2-5는 0.2M CMPO/30% TBP-x NaNO3(pH=2) 계에서의 유기상 

내 질산농도와 각 원소의 분배계수 그리고 다음 절에서 고찰한 Am/RE의 상

호분리 시 문제 핵종으로 작용하는 Y을 기준으로 한 각 원소의 분리 계수가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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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 Extraction yields and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each element 

            in the 6 components solution at 0.2M CMPO/30% TBP and

            O/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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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8.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NaNO3

            at p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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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2-5. Distribution coefficients and separation factors of each 

              element 

NaNO3, 

[M]

Concentration 

of Org. phase

Distribution coefficient

Am Ce Nd Eu Dy Y

0.1

0.5

1.0

2.0

3.0

0.0637 M

0.1191 M

0.1416 M

0.1775 M

0.2174 M

12.2

26.8

44.5

61.5

89.9

8.2

23.4

33.5

61.5

124

6.0

20.2

27.6

61.5

199

6.9

21.7

30.3

61.5

165.6

2.6

4.8

13.1

26.8

54.6

0.8

1.4

4.5

14.6

26.0

NaNO3, [M]

Separation factor (DM+3/DY)

Am/Y Ce/Y Nd/Y Eu/Y Dy/Am Y/Y

0.1

0.5

1.0

2.0

3.0

14.3

18.6

 9.9

 4.2

 3.5

9.6

16.3

 7.5

 4.2

 4.8

7.1

14.1

6.1

4.2

7.7

8.1

15.1

6.7

4.2

6.4

3.1

3.3

2.9

1.8

2.1

1.0

1.0

1.0

1.0

1.0

   Am과 Y간의 분리계수가 10 정도 되는 NaNO3 농도 1M 이하에서 가능

할 것으로 보이나, 1M의 경우 Y의 분배계수가 4.5 정도로 상당량이 공추출

되어 질산 역추출 단계에서 최대한 Y을 역추출 시키기 위해서는 NaNO3 농

도가 0.5M 이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역추출 횟수의 향 

             Fig. 3.2-19 및 Fig. 3.2-20은 pH=2에서 0.5M NaNO3과 2M 

NaNO3에 의한 질산 역추출 시 역추출 횟수에 따른 각 원소와 질산의 누적 

역추출율이 나타나 있다. 질산 역추출의 기준은 앞 절의 연구 결과에 의거 

유기상 내 질산 농도를 0.01M 이하로 유지시켜 주면 된다. 이 기준으로 볼 

때 0.5M NaNO3의 경우 3회 정도, 2M NaNO3의 경우는 5회 정도 역추출 하

면 각각 98.4%, 99%가 역추출 되어 유기상 내 질산 농도가 0.0068M, 

0.0043M로 상기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때 Am, Ce, Nd, Eu, Y, Dy 원

소의 누적 역추출은 0.5M NaNO3의 경우 각각 8.1%, 15.5%, 15.8%, 19.1%, 

79.8%, 30.2% 고, 2M NaNO3의 경우는 각각 2.3%, 2.7%, 2.8%, 3.3%, 

14.6%, 3.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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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9. Accumulated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and HNO3 

            with contact times at 0.5M NaNO3 and p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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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0. Accumulated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and HNO3 

            with contact times at 2M NaNO3 and p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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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2-6은 Am/RE의 상호분리 시 문제핵종으로 작용하는 Y을 기준으

로 한 각 원소의 분리계수 이다. Am의 누적 역추출율 측면에서 보면 2M 

NaNO3의 경우 0.5M NaNO3 보다 훨씬 양호하지만 역추출 횟수 즉, 접촉 단

수가 증가하여도 Y과 Am간의 분리계수가 0.5M NaNO3 보다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추출된 Am/RE로부터 Y을 최대로 분리할 수 있고, 접

촉 단수를 줄일 수 있는 0.5M NaNO3(pH=2), 역추출 횟수 3회를 질산의 최

적 역추출 조건으로 선정하 다. 

 Table 3.2-6. Separation factors of each element with respect to Y in 

              various system 

System
Contacting 

times

Concentration 

of Org. phase

Separation factor (DM+3/DY)

Am/Y Ce/Y Nd/Y Eu/Y
Dy/A

m
Y/Y

2M 

NaNO3, 

(pH=2)

1

2

3

4

5

0.1827 M

0.0853 M

0.0407 M

0.0173 M

0.0043 M

5.6

5.7

6.0

5.9

5.9

6.1

6.0

6.0

6.1

6.2

5.6

5.7

6.0

5.9

5.9

4.8

5.1

5.0

5.0

5.0

3.4

3.7

4.2

4.4

4.7

1.0

1.0

1.0

1.0

1.0

0.5M 

NaNO3, 

(pH=2)

1

2

3

4

0.1165 M

0.0333 M

0.0069 M

0.0048 M

21.0

29.7

52.6

80.8

14.1

15.0

23.2

30.1

13.8

14.7

22.7

29.5

10.7

11.6

18.2

23.8

5.7

6.3

9.9

13.2

1.0

1.0

1.0

1.0

 

         (다) Am 역추출 

          ① DTPA 농도 향 

             Am 역추출은 0.5M NaNO3, pH=2에서 3회 역추출한 유기상을 

대상으로 하여 O/A=1에서 DTPA, NaNO3 및 pH 등을 변화시켜 수행하 다. 

Fig. 3.2-21에는 pH=2 및 2M NaNO3에서 DTPA 농도 변화에 따른 각 원소

의 역추출율이 나타나 있다. DTPA 농도 증가에 따라 각 원소의 역추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Am, Eu, Dy, Y의 경우 0.05M 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변화가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DTPA 농도는 0.05M 정도

면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그리고 Dy의 경우 Am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여 

앞 절의 연구 결과 즉, Am의 대체물로서 Dy를 선정하여 수행한 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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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DTPA

            at 2M NaNO3 and pH=2.



- 258 -

한 신뢰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역추출 순서는 Dy≥Am〉Y〉Eu〉Nd

≥Ce로 Y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DTPA-M
+3
의 착물 안정도 상수가 Am≥D

y〉Eu〉Nd〉Ce 순 이라는 Moeller의 결과[22]와 거의 비슷한 경향이다.  

Table 3.2-7에는 Am을 기준으로 한 각 원소의 분리계수가 나타나 있다.

 Table 3.2-7. Separation factors of each element with respect to Am in 

              various systems

DTPA

[M]

NaNO3
[M]

pH

Separation factor

(DM+3/DAm)

Separation 

factor

(DNd/DDy)

Ce/Am Nd/Am Eu/Am Y/Am Dy/Am Nd/Dy Nd/Dy*

0.01

0.025

0.05

0.075

0.01

2

2

2

2

2

2

2

2

2

2

13.7

19.5

17.0

17.9

15.4

13.1

18.0

14.3

15.3

13.5

2.4

2.4

2.8

2.0

1.8

1.0

1.2

0.9

1.2

1.2

0.7

0.8

0.9

0.9

1.0

19.0

22.4

16.4

17.3

13.5

23

29

31

31

33

0.05

0.05

0.05

0.05

0.05

0.5

1.0

2.0

3.0

4.0

2

2

2

2

2

11.6

16.8

17.0

29.0

30.3

10.6

15.3

14.3

24.9

25.5

2.2

2.6

2.8

2.7

2.5

1.5

1.6

0.9

1.5

1.1

1.5

1.5

0.9

1.1

0.9

7.0

10.0

16.4

22.9

28.9

27

30

31

42

58

0.05

0.05

0.05

0.05

0.05

2

2

2

2

2

1.0

1.5

2.0

2.5

3.0

2.3

7.3

17.0

26.1

42.4

2.3

6.4

14.3

21.6

34.1

1.4

2.3

2.8

2.9

5.8

0.5

0.9

0.9

2.5

6.9

0.9

0.8

0.9

2.6

7.5

2.6

7.5

16.4

8.3

4.5

2

14

31

20

14

 * : 2 components system

 

  0.05M DTPA/2M NaNO3(pH=2)에 의한 Am의 역추출 시 Ce, Nd의 분리

계수는 1단 기준 약 14∼17 정도로 Am과의 상호분리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Dy, Y 및 Eu는 문제 핵종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Dy

는 실제 HLW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15] 별 문제가 없고, Eu의 경우

는 분리계수가 약 3 정도를 나타내어 역추출 시 단 수를 증가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하여, Y의 경우는 분리계수가 약 1 정도로 여러 단의 역

추출 과정을 거쳐도 Am과의 상호분리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Y의 결과는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추출제는 비록 다르지만 

DTPA에 의한 Am/RE의 상호분리 시 분리계수가 1단 기준 20∼30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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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된 문헌[3,4,17]과는 매우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CMPO/TBP-DTPA계에서 DTPA에 대한 Y의 착물 친화도가 다른 RE 

원소보다 커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자

세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Y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질

산의 선택적 역추출 단계에서 NaNO3(pH=2)의 농도를 0.5M로 감소시켜 Y을 

가능한 한 많이 역추출 할 수 있게끔 하 다.

  또한 6 성분계에서의 분리계수가 2 성분계에서의 얻어진 것 보다 낮은 값

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Nd/Dy의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거의 절반 값 정

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는 6성분계의 경우 Dy(2.8x10
-4
M)가 상대적으

로 높은 농도를 갖는 RE(2.1x10
-2
M, Dy 제외)와 함께 CMPO와 결합하여 둘

려 쌓여 있어 Dy가 DTPA와 접촉할 기회가 적어져 즉, 수용상으로의 역추

출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으로 사료되나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Fig. 3.2-22는 DTPA 농도 변화에 따른 각 원소들의 분배계수로 기울기가 

-0.94∼-0.98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DTPA와 M
+3간의 착물이 식(9)와 같

이 거의 1:1의 몰 비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M3+ + DTPA5-  ⇒ M3(DTPA)
2-                                   (9)

  이는 DTPA와 Dy와의 착물이 0.91:1의 비로 형성한다는 앞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지금까지 발표된 문헌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16,17,23]. 

          ② NaNO3 농도 향

             Fig. 3.2-23에는 0.05M DTPA, pH=2 에서 NaNO3 농도 변화

에 따른 각 원소의 역추출율이 나타나 있다. NaNO3 농도 증가에 따라 각 원

소의 역추출율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식(5)와 같이 NO3
-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M
+3에 대한 CMPO의 추출능이 증가되어 역추출이 감소된 데 

기인한다. 그러나 RE로부터 Am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분리계수도 중요하지

만, 연속공정 조업 시 소요 단수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Am의 역추

출은 1단 기준 50% 정도, RE 원소는 10% 미만이 역추출되는 범위에서 선

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1,4,9]. 그러므로 상기 관점에서 고려하여 볼 때 

3M 및 4M의 NaNO3 경우가 분리계수는 높지만 많은 양의 질산 염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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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2.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DTPA at 2M NaNO3 and p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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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NaNO3 

            at 0.05M DTPA and p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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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로 인한 2차 방사성 폐기물량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앞 절의 연구 결

과와 같이 2M NaNO3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③ pH 향

             Fig. 3.2-24는 0.05M DTPA, 2M NaNO3 에서 pH 변화에 따른 

각 원소의 역추출율로서 pH 증가에 따라 각 원소의 역추출이 증가되는 경향

을 나타내고 있다. pH=1.5 이하에서는 모든 원소의 역추출율이 5 % 미만이

었다. 이는 DTPA의 해리가 식(8)과 같으며, 이 때 1차 및 2차 pKa 값이 각

각 1.80, 2.55로[23], pH=1.5 이하에서는 DTPA가 해리가 되지 않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해리되어 DTPA-M
3+
의 착물 형성이 미미한데 기인한다. 이로부

터 실제의 HLW에서 DTPA에 의해 Am을 분리할 시 궁극적으로는 DTPA- 

Am의 착물에서 DTPA를 제거하고 Am만을 분리하여야 하는데, pH=1.5 이

하에서 수행하면 DTPA를 Am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pH=2 이상에서는 DTPA가 완전 해리되어 Am의 역추출율이 증가 

되었으나, 상당량의 RE가 공역추출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Table 3.2-7의 분

리계수 측면에서 보면 pH 증가에 따라 각 원소의 역추출이 모두 증가되는 

경향으로 앞 절의 연구 즉, Dy 및 Nd의 2 성분계 경우 pH=2를 기점으로 분

리계수가 최대치에 도달하 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과는 상이

한 결과이다. 그러나 6성분계 용액에서 Nd/Dy의 분리계수(DNd/ DDy)를 측정

하여 보니 2 성분계와 같은 현상을 보 다. 이는 Am의 대체물로서 Dy를 선

정할 시 추출 및 역추출 거동을 정성적으로 규명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으

나 이를 Am에 직접 적용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pH=2 정도에서 조업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

다. 통상 DTPA에 의한 Am/RE의 상호분리 시 pH 3.5∼4에서 조업하고 있

는데[1,4,9,16] 반하여, pH=2로의 감소는 연속공정 조업 시 pH 조정을 용이하

게 할 수 있어 공정을 효과적으로 운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 RE 역추출

             RE 역추출은 0.5M DTPA, 2M NaNO3 및 pH=2에서 Am을 역

추출한 유기상을 대상으로 O/A=1에서 수행하 다. 

  Fig. 3.2-25에는 질산 농도 변화에 따른 Ce, Nd, Eu, Y 및 Dy의 역추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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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4.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with pH of aqueous phase at 

            2M NaNO3 and 0.05M D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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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 Stripping yields of RE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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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 있다. Dy를 제외하고는 질산농도 증가에 따라 역추출율이 감소하

고 있다. 이는 CMPO 추출제의 고유 특성에 기인[10]하는 것으로 즉, 산도가 

높을수록 M
+3에 대한 추출율이 증가하므로 역추출이 감소되었다. 그리고 

Am의 경우 Am의 역추출 과정에서 모두 역추출되는 것으로 고찰되어 본 연

구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Ce과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0.005M 질산 및 0.01M 질산의 경우 RE의 역추출율이 거의 비슷한 값을 보

이고 있어, 2차 방사성폐기물 양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RE의 역추출 조건

으로는 0.01M 질산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때 Ce, Nd, Eu, Y 및 Dy의 

역추출율은 각각 68.1%, 75.0%, 68.9%, 84.1%, 40.6% 다.

       (3) 공정 흐름도 개발(flow sheet development)  

           기존의 CMPO/TBP 혼합추출제에 의한 Am/RE의 상호분리는 

Am과 RE 모두를 고산도 역(2M 이상)에서 공추출한 후 이를 저산도

(0.01M 이하) 용액으로 공역추출 시키는 개념이다. 이때 대부분의 FP는 공

추출 단계의 추잔상에 존재한다. 그리고 공역추출된 Am/RE를 상호분리하기 

위해서는 Cyanex 301, picolinamide, TPTZ 등에 의한 추가적인 분리 공정이 

필요한데, 이는 공정을 보다 복잡하게 하여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 3.2-26과 같은 새로운 공정 흐름도를 제시하 다. 이는 

기존 공정을 한 단계 향상시킨 것으로 한 공정 흐름 내에서 Am/RE를 상호

분리 할 수 있어 방사성 폐액의 발생 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공정을 보다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주입용액의 산도 조정에 

유연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입 용액의 산도를 1M 또는 그 이하

로 조정할 시에도 앞 절에서 언급한 것 같이 소량의 NO3
-
을 첨가하면 

Am/RE의 공추출이 가능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NaNO3에 의한 질산 역추출

의 횟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Am/RE 상호분리 시 역추출 

혼합 용액의 pH 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연속공정 운전에 긍정적

인 효과로 기여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이 공정의 단점으로 드러난 Am

의 상호분리 시 공역추출 되는 Y의 문제는 CMPO/TBP에 대한 Am과 Y의 

추출 분배계수의 차를 이용하여 즉, 질산 역추출 단계의수용상 출구 단에 새

로운 0.2M CMPO/30% TBP를 미량 주입함으로써 동반 역추출되는 A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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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26. An advanced flowsheet for the selective separation of Am

             from the radioactive radwaste sugges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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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출시키면, Am의 동반 역추출을 최소화하고 Y의 역추출을 최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안된 공정 흐름도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

하기 위해서는 실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즉, Mixer-Settler와 같은 연속 추

출장치에서의 적용 시험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라. 결  언

       (1) Dy 및 Nd 상호분리 

         ① 질산 추출은 주로 TBP에 의해 이루어지며, CMPO/TBP의 경우 

2M HNO3에서 약 21% 정도가 추출되었다.

         ② CMPO/TBP에 의한 Dy/Nd의 공추출은 질산 농도 1M 까지는 

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 고, 그 이상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CMPO 및 NaNO3 농도 증가에 따라서는 증가하는데 반하여, 3가 금속이온의 

농도 증가에 따라서는 감소하며, TBP 농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특히 

25℃, 0.2M CMPO 사용 시 유기상 내 제 3상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BP]/ [CMPO]의 비가 5.5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수용상에서의 3가 금속이

온의 농도가 최대 0.045M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③ NaNO3에 의한 질산 역추출은 NaNO3 농도 증가에 따라 감소하

며, pH 증가에 따라서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다. 역추출 횟수는 2M NaNO3 

(pH=2)의 경우 5회 이상이면 가능하며, 6회 역추출 시 질산이 99% 역추출되

어 유기상 내 질산농도가 0.005M이었다. 이때 9.6%의 Dy, 4.8%의 Nd가 공

역추출 되었으나, NaNO3에 의해 질산을 선택적으로 역추출시킬 수 있었다.

         ④ DTPA/NaNO3 혼합용액에 의한 Dy의 역추출 시 유기상 내 질

산 농도를 0.01M 이하로 감소시켜야 한다. Dy의 역추출은 DTPA 농도에 비

례하여 증가하지만 분리계수는 변화가 적었으며, DTPA와 Dy간의 착물은 

약 1:1의 몰 비로 형성되었다. 한편 NaNO3 농도 증가에 따라서는 감소하며, 

4M NaNO3의 경우 Dy와 Nd가 각각 50%, 1.7% 공역추출 되었다. 반면에 

pH 증가에 따라서는 증가하며, pH=3 경우 각각 86.4%, 31.9%가 공역추출 

되었고, 분리계수는 pH=2에서 최대점을 나타내었다. 

         ⑤ 질산에 의한 Nd의 역추출은 질산농도 감소에 따라 증가하며 

0.01M 질산에서 66.1%가 역추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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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성분계에서의 Am 및 RE의 상호 분리 

         ① 0.2M CMPO/1.1M TBP, 2M 질산, O/A=3에서의 Am, Ce Nd, 

Eu, Y의 추출율은 각각 99%, 97.1%, 96.9%, 96.3%, 81.6% 다. 

         ② 질산의 역추출은 0.5M NaNO3 용액(pH=2)에 의해 그리고 역추

출 횟수는 3회 정도에서 가능하다. 

         ③ DTPA/NaNO3 혼합용액에 의한 Am의 역추출은 DTPA 농도 

및 pH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데 반하여 NaNO3 농도 증가에 따라서는 감소

하 다. 그리고 DTPA와 M+3간의 착물은 약 1:1의 몰 비로 형성되었다. 

0.05M DTPA/2M NaNO3(pH=2) 혼합용액의 경우 41.7%의 Am이 역추출 되

었으며, Ce, Nd, Eu, Y에 대한 분리계수는 각각 17.0, 14.3, 2.8, 0.9 이다.

         ④ RE의 역추출은 질산 농도 감소에 따라 증가하며, 0.01M 질산에

서 70% 이상 역추출되어 효과적으로 역추출 시킬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

터 기존의 CMPO/TBP에 의한 Am/RE 상호분리 시 이를 모두 공추출하여 

공역추출한 후 추가의 분리 공정이 요구되는 단점을 극복하면서 동일 공정 

흐름 내에서 Am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 흐름도를 제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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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크로마토그라피법에 의한 Am 정제

    1. 서 언

    DEHPA 용매추출을 이용하여 분리된 Am 중에는 희토류 원소(RE) 

및 기타 원소들이 적지 않게 들어 있다.[1-4] 그러므로 높은 순도의 Am을 

얻기 위해 별도의 정제과정을 추가로 수행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크로마토

그라피법을 이용한 Am의 정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5-6]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라피에서 치환전개에 의한 Am의 정제는 정제도가 

높은 많은 양(>g)의 Am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용리전개는 대체로 

미량(<mg)의 금속이온 분리에 주로 적용될 수 있다. 치환전개의 경우 tracer 

수준의 Am 만을 취급할 수 밖에 없는 실험실 사정과 근본적으로 미량의 

Am 분리에는 기술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Am을 사용한 실험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치환전개 시 DTPA를 용리제로 사용하는 

경우 Dy이나 Tb가 Am을 대체할 수 있는 원소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부터 얻어진 결과를 실제공정에도 적용하여 이용될 수 있다.[5,7-9]

   용매함침 이온교환체를 이용한 추출 크로마토그라피법은 다단평형의 용

이성을 지니며, 금속이온에 대해 용매추출의 높은 선택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라피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처리하는 데는 다소 

불리한 용리전개가 많은 장점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1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m 정제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즉, 다량의 

Am를 보다 쉽게 고순도로 얻을 수 있는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라피와 추출 

크로마토그라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용매추출 크로마토그라피의 경우 

용매함침과 안정성 그리고 Am과 RE 등에 대한 분배비를 조사하 고,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라피의 치환전개의 경우 조업조건 등의 향을 알아보았다.  

  

    2. 이온교환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Am 정제 

  가. 실 험

       (1) 분배비 

          이온교환탑에 사용된 이온교환체는 DVB(divinylbenzene)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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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ing 정도가 8%이고 크기가 100∼200 mesh인 Dowex 50W-X8-200의 강

산성 양이온 교환수지이다.[7] 분배비 실험을 위해 20mL vial에 건조된 수지 

약 100mg을 Nd, Sm, Eu, Gd, Y들이 각각 포함된 0.05M DTPA/1.5M 

Lactic acid 혼합용액 10mL와 같이 넣고 하루 이상 교반하 다. pH 측정기

(ORION 940)로 측정하면서 25% NH3를 사용하여 pH를 조절하 다. 이때 

pH 범위는 0.3∼2.5 다. 평형도달 후 용액 중 RE 농도는 ICP-AES를 사용

하여 분석하 다. 여기서 분배비는 아래 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여기서 C0는 초기용액에서 RE 농도, C는 흡착 후 상등액에서의 RE 농도, 

M은 이온교환체의 무게(g), V는 용액의 부피(mL)이다. 

       (2) 용리 실험

         (가) 용리전개  

       Dowex 50W-X8 수지가 채워진 이온교환탑에 흡착시킨 후 질산 

및 착화제 α-hydroxyisobutylic acid(α-HiBA)에 의한 용리 실험을 수행하

다. 원자가 및 양에 따라서 중요한 몇 가지 핵종(Cs, Ni, Sr, Mo, Fe, Eu, 

Er)들을 실험대상 원소로 선정하 다. 사용된 이온교환탑은 내경이 6.6 mm

이고 높이가 14.1cm와 22.2cm인 두 가지를 사용하 다. 탑내 충진을 위해 미

리 처리 건조된 이온교환수지를 물에 담가 팽윤이 일어나도록 하고 탑내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류수에 담긴 상태로 탑에 충진시켰

다. 선정된 원소들의 흡착량은 이온교환탑 흡착용량(14.1cm=8.7meq, 22.2cm= 

13.7meq)의 2% 정도가 되도록 하 다. 이 때 탑 내에서의 평형관계는 용리

전개 조건이 된다. 

  α-HiBA 실험시 이온교환탑을 나오는 용액에 발색시약(arsenazo III)을 주

입하여 혼합후 분광광도계(HP8453 UV/VIS Spectrophotometer, flow cell 

volume:80㎕)에서 흡광도(at 652nm)를 측정하는 Post Column Reagent 

addition 방법을 사용하여 RE들의 α-HiBA에 의한 용리특성을 조사하 다. 

한편 citrate, tartarate, lactate, glycolate, α-HiBA 등과 같은 α-hydroxy 

)/(0 gmL
C
CC

M
V

K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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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xylic acid 들을 용리액으로 사용하는 경우 arsenazo III를 발색시약으

로 사용하여 연속적인 농도 분석을 하는 경우 arsenazo III의 안정도상수가 

용리제들보다 크고, 또한 용액의 발색조건을 맞추는 데 문제는 없다. 참고로 

DTPA, EDTA, NTA와 같은 aminopolyacetic acid들은 안정도 상수 값이 

arsenazo III보다 커 금속 이온들과 먼저 착물을 형성하여 발색이 되지 않고 

질산의 경우는 발색 조건(pH∼3.0)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리제로 사용

하는 경우 on-line 분석이 어렵다.

         (나) 치환전개 

              치환전개 실험에 사용된 이온교환 실험장치를 Fig. 4-1에 나

타내었다. 이온교환 수지탑은 크게 흡착탑과 용리탑의 두가지로 구분되는 

데, 흡착탑은 내경 10mm, 높이 47.2cm 또는 22.2cm이고, 용리탑은 내경 

6.6mm로 높이가 97.2cm인 탑 하나, 47.2cm인 탑 두 개 그리고 22.2cm 탑 

하나의 총 4개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각 탑 사이 연결은 3-way 밸브 및 

1/16　 튜브를 사용하 다. RE들은 질산염 수화물을 증류수에 녹여 0.25M의 

모액을 만들어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리제는 DTPA(Aldrich사 

제품 97%)로서 농도가 0.05M이 되도록 DTPA를 정량한 후 암모니아수를 

사용하여 pH 측정기로 측정하면서 원하는 pH로 조정되도록 용액을 제조하

다. 따라서 용액중 DTPA는 암모늄염의 형태가 된다. DTPA, EDTA, 

H4EDTA 등의 Aminopolycarboxylic acid는 barrier 이온으로서 H
+ 이온을 

사용하면 탑내에서 충분한 용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barrier 이온으로 Cu
+2
, Zn

+2 
등을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arrier 이온으로 Zn
+2
를 사용하 다. 이를 위해 0.5M Zn(NO3)2 

용액을 만들었다. 

   실험은 먼저 질산 1M로 탑을 씻어내고 다시 증류수로 질산을 세척하

다. 시료는 peristaltic pump를 사용하여 약 3mL/min의 유량으로 흡착탑을 

통과시키면서 흡착시켰다. 흡착실험에 사용된 원소들은 다음으로 용매이송펌

프(Young-Lin M930 HPLC Pump)를 사용하여 barrier 이온으로 Zn
+2을 사

용함에 따라 0.5M Zn(NO3)2 용액 약 100mL를 흡착탑으로 부터 통과시켰고 

다음으로 DTPA 0.05M 용액으로 용리시켰다. 이때 유량은 전 용리실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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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1. Experimental apparatus for displacemen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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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mL/min로 고정시켰고 또한 모든 실험은 상온에서 수행하 다. 일정량의 

DTPA 용리액이 탑을 나오게 되면 분획분취기(fractional collector)를 작동시

켜 나오는 용액을 받았다. 분획분취기에서 받은 용액들은 분석실에 의뢰하여 

농도를 구하 다. RE의 농도 분석은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기 

(ICP Model : Jobinyvon JY38plus)가 사용되었다. 

  나. 결과 및 고찰

       (1) 분배비 

           본 연구팀의 용매추출 공정에서 사용되는 역추출 용액은 0.05M 

DTPA/1.5M Lactic acid로서 pH는 대략 3∼3.5 정도이다. 이 조건에서 Am

과 RE들의 양이온교환수지 Dowex 50-X8에 대한 분배비는 매우 낮다. 그리

고 Am 생성물 중에는 RE(Ce, Nd, Eu, Gd 등)가 포함되어 양이온교환 크로

마토그라피에 의해 정제하는 경우 먼저 이온교환수지에 흡착시키게 되는 데 

이를 위해 분배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Dowex 50-X8에 대해 

금속이온들은 산화수가 증가함에 따라 친화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질산이나 염산, 황산 등 산분위기에서 RE와 악티나이드 원소들의 분배비는 

산농도가 낮아질수록 매우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14] 

  Fig. 4-2에는 질산농도에 따른 RE들의 분배비 값과 0.05M DTPA/1.5M 

Lactic acid 용액의 pH 0.3∼2.5 범위에서 RE들의 분배비를 구한 결과를 같

이 나타내었다. 질산농도 0.5M 이하에서 분배비는 1000 이상이며, 0.05M 

DTPA/Lactic acid 용액에서는 pH가 감소함에 따라 이들 원소들의 분배비는 

증가하다가 약 pH 1.3 부근에서 최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로부터 본 

연구팀에서 선정된 용매추출 공정[1]으로부터 얻어진 Am 흐름의 DTPA 용

액으로부터 금속이온들을 양이온교환체에 흡착시키기 위해서는 pH를 낮추어

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pH가 낮아지는 경우 DPTA가 고체화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데 그 조건은 용액내 금속이온 농도 등의 향을 

받기도 하지만 pH 1.3∼1.5 이하 범위에서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온교환체 

흡착을 위해 pH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Am의 경우는 실험을 수행하

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들을 근거로 할 때 양이온교환탑에 대

한 흡착특성은 RE들과 차이가 없으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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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리 전개 

           일반적으로 용리전개 방법에 의한 분리는 이온교환탑에 매우 적

은 양의 원소를 분리하고자 할 때나 분석을 목적으로 한 경우 주로 사용되

는 것으로 보다 많은 양의 분리를 위해서는 보다 큰 이온교환탑을 사용해야 

하는 데, 탑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피크의 감소와 용리곡선의 퍼짐이 증가하

게 된다. 따라서 상호분리도가 큰 기타원소들을 RE 및 3가 MA 원소들로 부

터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쉬우나, RE와 3가 MA 등과 

같이 이온교환체에 의한 상호분리도가 작고 착화제에 의한 상호분리도 증가

도 그리 크지 않은 원소들에는 정제도를 높이기 위해 반복적인 용리나 흡착

량 즉, 처리량을 줄여야 하는 조업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된다

         (가) 질산에 의한 용리 

          Fig. 4-3은 내경 6.6 mm, 높이 14.1cm 탑에서 여러 핵종(Cs, 

Ni, Sr, Mo, Fe, Eu, Er)들에 대해 질산용액의 유량을 0.31mL/min로 하여 용

리를 시킨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높이 22.2cm 탑에서 유량을 다소 증가시

켜 1.85mL/min인 경우에 대해 실험을 수행한 것이다. 탑 길이의 증가나 유

량의 증가는 용리곡선 형태가 퍼지고 피크높이가 낮게 나타나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희토류원소(Eu)와 Mo, Cs, Sr, Ni 등의 1가와 2

가 원소들과의 분리는 잘 일어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질산 

용리 시 Am과 RE의 분배비는 비슷한 값을 갖는다고 할 때 용매추출공정으

로부터 나오는 Am 흐름 내 기타원소들이 있는 경우 이들의 제거를 위해 질

산용리에 의해 간단하게 정제과정을 수행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나) 착화제에 의한 용리 

         이온교환크로마토그라피 방법에 의한 원소들의 상호분리 및 

정제 시에는 이온교환체의 선택도가 매우 중요하다. RE와 3가 악티나이드 

원소들은 매우 비슷한 성질을 갖는 카운타 이온들로서 양이온교환수지에 대

한 선택도 차이는 매우 작다. 이런 경우 이온교환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분

리는 어렵게 된다. 그러나 산화수 상태에 따라서 혹은 같은 산화수 상태에서

도 다른 TRU 원소들이나 RE들에 대해 특별하게 선택도를 증가시킬 수 있

다면 상호 분리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온교환 선택도를 증가시

키고 조정하는 효과적이고 유용한 방법이 착화제의 사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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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Elution curves of each element with 2 M nitric acid
                in Dowex 50-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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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착화 음이온(complexing anion)이 있을 때 양이온교환체는 더 

약한 착물을 만드는 양이온에 더 큰 친화력(affinity)을 갖는다. 여기서 양이

온들의 착물생성 정도는 착물 생성상수와 자유 착화 음이온(free complex 

anion)의 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양이온교환 크로마토그라피 분리에서 착화 

음이온이 용리제로서 공급된다. 즉 탑에서의 자유 음이온(free anion) 농도는 

이 용리제의 조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가능한 한 최적 분리계수

가 얻어질 수 있도록 탑에서의 자유 음이온 농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데 이 농도에 따라 치환(displacement)과 용리(elution) 전개가 일어날 수 있

으므로 어떤 제한된 범위에 있어야만 한다. Citric, lactic, glycolic, malic 

acid, α-HiBA 등 여러 α-hydroxycarboxylic acid 등이 RE와 악티나이드 원

소 분리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분리계수와 분리효율 측면에서 α-HiBA가 가

장 많이 사용되어 왔다. α-hydroxycarboxylic acid들은 용리전개 조건을 이

루어 매우 적은 양의 분리에 적당한 착화제이다.[15] 

  Fig. 4-4는 pH 4.4의 0.3M α-HiBA를 사용하여 몇 가지 핵종(Cs, Ni, 

Mo, Fe, Eu)들에 대해 용리 실험한 결과이다. Mo는 질산에서와 같이 가장 

먼저 용리되고 Cs은 가장 늦게 용리되어 기타 원소들과 쉽게 분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Ni, Fe 등은 Eu와 같이 용리됨으로써 상호분리도가 만족스

럽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Am의 경우 Eu와 비슷하게 용리될 것으로 사료되

어 Am과 기타 원소들이 같이 용리되리라 예측된다. 따라서 기타 원소들의 

제거를 위한 α-HiBA의 사용은 만족스럽지 않다. 

  Fig. 4-5는 pH 4.4의 0.3M α-HiBA를 사용하여 단일성분(Eu)과 두성분

(Eu+Nd)의 경우에 대해 각각 용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때 사용된 

이온교환탑은 내경 6.6mm 높이 14.5cm 으며, 유량은 2mL/min 다. 분광광

도계에서 측정을 위해 이온교환탑을 나오는 용액에 reagent addition module

을 사용하여 발색제인 arsenazo III를 혼합시키게 되는데 이 때 유량은 

1mL/min 다. 그림에서 Eu, Nd 두 성분의 피크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결과로부터 RE들의 상호분리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DTPA 치환전개 용리

     이온교환 수지탑에서 카운타이온이 A, B, C, D 형태인 혼합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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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Elution curves of elements with 0.3 M by α-hydroxyisobutylic
               acid(pH=4.4) in Dowex 50-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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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Elution curevs of Eu and mixture of Eu and Nd with 0.3 M 
α-hydroxyisobutylic acid(pH=4.4) in Dowex 50-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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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리제 EY로 용리시킬 때, 수지에 대한 선택도 즉 친화력이 A<B<C<D<E

와 같은 순서를 갖을 때 혼합물들이 흡착된 부분에서 D 이온들은 윗부분에, 

낮은 친화력를 갖는 B는 아랫부분에 많이 흡착되어 있다. 따라서 각 이온들

은 선택도 순서에 따라 카운타 이온들 각각의 밴드로 분리된다. 이 밴드들 

사이에 self-sharpening 경계들이 있게 되며, 이 밴드와 경계들은 간격없이 

서로 인접하여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정상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원소

들에 대해 같은 속도로 용리된다. DTPA, EDTA, NTA 등의 aminopoly 

carboxylic acid들은 양이온 species들의 생성 그리고 금속이온의 배위자수 

변화 등과 관련된 여러 향들 때문에 이들 착화제들과 관련한 양이온 교환 

평형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pH에 따른 분리계수 변화를 어느 정도 예측

할 수 있을지라도 그 계산은 단순히 착물 안정도상수를 사용하여 대략적인 

값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5,15-16] 치환전개에서 악티나이드 및 RE 상호분

리 시 원소들간의 안정도상수 값 차이가 크면 클수록 유리하게 될 것이다.  

   DTPA는 3가 악티나이드와 RE들 사이의 착물 생성상수가 가장 크고 치

환전개조건에 의해 용리시키는 착화제이다.[17]  Fig. 4-6은 DTPA에 대한 

안정도상수들을 나타낸 것이다.[16] DTPA의 경우 RE들에 대해 La에서 부

터 원자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도상수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Gd 이상에서

는 매우 작은 기울기와 함께 약간의 감소하는 경향도 나타내고 있다. 이것으

로 부터 경 란탄족원소(La∼Gd)들을 상호분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용리제임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 란탄족원소(Tb∼Lu)들에 대해서는 DTPA는 적당

한 용리제가 아님을 또한 알 수 있다. RE들의 용리순서는 안정도상수와 

접하게 관계되어 일반적으로 원자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먼저 용리하게 된다. 

Cm과 Am은 RE의 Dy, Ho, Er 혹은 Tb과 거의 같이 용리하게 된다. 이들 

원소들은 고준위폐액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원소들로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로 고려대상 원소가 되지 않고 있다. 이온교환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해 Am, 

Cm 등의 3가 악티나이드를 분리하고자할 때 치환전개에 의해서는 다소 많

은 양의 취급을 통해서만 원하는 순수한 것을 얻어낼 수가 있다. 또한 항상 

겹치는 밴드가 존재하게 됨으로 해서 여건상 악티나이드 원소들을 미량만 

취급할 수 없다. 이런 경우 DTPA를 사용한 치환전개 실험에서 Dy와 Tb들

을 Am의 대체 원소로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금속이온 A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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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Stability constants of RE and actinides on D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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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분리계수는 α=KA/KB로 표현된다.[18-20]

   치환전개 용리 시 두 원소의 겹침밴드(overlap band)는 항상 두 원소들이 

공존하게 되는 부분으로 필요에 따라서 재순환시키게 되는 데, 그 크기는 탑

경과 유량 등의 조업조건에 따라 변하여 유량이 감소하거나 온도를 증가시

키는 경우 겹침밴드가 작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로 인한 겹침밴드 크기에 

대한 향은 분리계수의 향과 비교하여 작은 편이다. 한편 유량의 감소는 

조업시간을 증가시키게 되고, 높은 온도에서의 조업은 겹침밴드를 작게하고 

원소들의 용리가 완전히 되는 정상상태에 빨리 도달함으로써 용리탑의 길이

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반대로 탑내의 기포 발생 등이 발생하여 조업에 악

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도 온도를 65℃ 이상으로 증

가시키는 경우 탑내의 기포 발생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모든 실험은 상온에

서 수행하 다. DTPA 용리액의 pH 3∼6.5 범위에서는 겹침밴드 크기에 미

치는 향은 크지 않았다. 다만 용리되기 시작하는 DTPA 양이 pH가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7은 0.05M DTPA, pH 6.5에서 RE(Tb, Eu, Y, Nd, La)들의 용리 

결과이다. 치환 용리 실험을 위해 내경 10mm, 높이가 22.2cm인 이온교환탑

을 흡착탑으로 하고, 용리탑으로 내경 6.6mm의 높이 97.2cm 탑과 47.2cm 탑 

2개를 사용하 다. 본 실험 조건에서 각 원소들은 완전히 전개되어 정상상태

에 도달하 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치환전개를 통해 원소들이 완전히 전개되

는 점은 흡착량, 분리계수, 흡착되는 원소 수, 조업조건 등 여러 가지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흡착탑 용량의 2∼3배 이상을 용리시키는 경우 대체

적으로 완전히 용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리 결과를 살펴보면 Am의 

대체 원소로 고려된 Tb가 가장 먼저 용리 되었으며, RE에 대해서는 원자번

호가 큰 원소가 먼저 용리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Y은 안정도 상수 값으

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Eu 다음으로 용리되었다. 각 원소들의 분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빗금친 부분은 치환전개 용리 시, 

항상 두 원소들이 공존하게 되는 부분으로 필요에 따라서 재순환 시키게 되

며, 이 부분의 크기는 탑의 직경과 유량 등의 조업 조건이 고정된 경우 각 

원소들간의 상호분리 계수 값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호분리 계



- 283 -

Elution volume of DTPA (ml)

800 900 1000 1100 1200

C
on

ce
nt

ra
tio

n 
of

 e
le

m
en

t (
pp

m
)

0

1000

2000

3000

4000

Fig. 4-7.  Elution curves of Tb, Eu, Y, Nd and La at 0.05M DTPA and pH 6.5.
               Adsorption column height: 2.2cm (Adsorbed band length : 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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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값이 고정된 경우는 조업조건에 따라 변하게 된다. 상기 결과로부터 보다 

큰 용량을 가진 흡착탑을 사용하고 이에 대해 용리 탑의 용량을 결정하고, 

용리 탑의 직경을 감소시키면 보다 많은 양의 정제도가 높은 개별 원소들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8은 DTPA를 사용하는 경우 가장 좋다고 선정된 농도인 0.05M, 

pH 6.5에서 Dy, Eu, Sm, Nd 원소들에 대한 치환전개 용리곡선들을 나타낸 

것이다.[21-22] 여기서 각 원소들은 같은 몰비로써 흡착탑에 흡착시켰다. 용

리결과 Am의 대체 원소로 고려된 Dy가 가장 먼저 용리되었으며, 안정도상

수 값 크기 순과 같은 원자번호가 큰 원소가 먼저 용리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빗금친 부분은 정제도를 99%로 할 때 각 원소들 사이의 겹

침밴드를 나타낸 것으로 분리계수가 큰 Sm과 Nd가 가장 적게 나타나고 분

리계수가 가장 작은 Eu과 Sm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Fig. 4-9는 두 원

소(Dy, Eu)의 용리되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흡착밴드는 내경 10mm 기준

으로 47.2cm이었다. 앞서와 같이 Dy가 용리되고 Eu가 용리됨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경 6.6mm 용리탑의 경우 원소들의 겹침밴드는 상

온에서 유량을 1mL/min로 하는 경우 원소들간의 상호분리계수 값에 의해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제율을 99% 이상으로 하는 경우 Am(Dy)과 

다른 RE들간의 겹침밴드를 분리계수 값과 상관시킨 결과 log(L)=-0.549log

(α)+1.493 (여기서, L은 겹침밴드, α는 분리계수)의 식을 얻었다. 이 결과들

을 바탕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원소들의 수와 양에 따라 흡착탑의 크기를 결

정함으로써 정제도가 높은 Am 등의 개별 원소들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DTPA에 의한 상호분리 계수가 약 2 인 Gd과 Am을 상호분리하기 위해서는 

겹침밴드가 약 21cm가 된다. 이는 내경 10mm 탑의 경우 9.2cm이다. 따라서 

두 원소를 99% 이상의 정제도를 가지고 분리하고자 할 때에는 흡착탑에 흡

착시키는 원소들은 내경 10mm 탑 기준으로 9.2 cm에 해당하는 양 이상을 

탑에 흡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원소들의 정제를 위해서는 보

다 큰 용량을 가진 흡착탑을 사용하고 이에 대해 용리탑의 용량을 결정하고 

용리탑의 탑경을 감소시키면 보다 많은 양의 정제도가 높은 개별 원소들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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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Elution curves of Dy, Eu, Sm and Nd at 0.05M DTPA and pH 6.5.
               Adsorption column height: 47.2cm (Adsorbed band length : 4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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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Elution curves of Dy and Eu at 0.05M DTPA and pH 6.5.
               Adsorption column height: 47.2cm (Adsorbed band length: 47.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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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출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Am 정제 

     가. 실 험

       (1) 용매 함침

          용매를 함침시키기 위해 선택한 지지체는 Amberlite XAD-4로서 

높은 비표면적(725m
2
/g, 20∼60mesh)을 갖는 비이온성 polystyrene 고분자 

물질로서, 화학시약이나 용매에 대해 비활성이고, 뛰어난 안정성을 갖고 있

으며, 무기 지지체들과 달리 특별한 전처리를 하지 않아도 용매에 강한 친유

성(hydrophobic)을 갖고 있다. 지지체는 묻어 있는 불순물 등을 제거하기 위

해 전처리로서 아세톤으로 세척한 후 진공오븐 90℃에서 하루이상 건조하

다. 함침되는 용매로는 낮은 질산농도에서 Am과 RE에 대하여 높은 추출능

을 갖고 본 연구팀이 추출제로서 사용하고 있는 DEHPA를 사용하 다. 용매

함침은 일정량의 XAD-4를 일정량의 DEHPA 및 물과 접촉시킨 후 메탄올

로 세척한 후 건조시켜 만들었다. 이때 세척에 사용되는 메탄올 농도가 50% 

이상인 경우 XAD-4 지지체에 함침된 용매의 세척이 이루어지므로써 적당하

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 메탄올을 사용하 다. 

       (2) 분배비 

          분배비 측정을 위해 제조된 50wt% DEHPA/XAD-4 용매함침 수

지 약 1g을 상온에서 일정농도의 RE 다성분계(Ce, Nd, Sm, Eu, Y) 질산수

용액 3ml와 접촉시켰다. 0.05M DTPA/1M Lactic acid의 경우는 용매함침 

수지 약 2∼3g을 용액 10mL와 접촉시켰다. pH는 pH 측정기(ORION 940)로 

측정하면서 25% NH3를 사용하여 조절하 다. 이때 pH 범위는 2∼3.5 다. 

각 시료는 24시간 이상 교반 후 상등액을 일정량 취하여 각 RE 농도를 ICP 

-AES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사용된 용액의 RE 농도는 Ce, Nd, Sm, Eu가 

100ppm, Y가 60ppm이었다. 같은 조건의 용액에 방사성동위원소 Am-241과 

Eu-152를 미량 첨가한 후 HPGe Detector를 사용 Am-241과 Eu-152의 방사

능을 측정하 다. 분배비는 아래 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0 gmL
C
CC

M
V

K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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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C0는 초기용액에서 Am-241과 Eu-152의 count 수 또는 RE의 농

도, C는 흡착 후 상등액에서의 Am-241과 Eu-152의 count 수 또는 RE의 농

도, M은 용매함침 이온교환체의 무게(g), V는 용액의 부피(mL)를 의미한다.

       (3) 용리실험

       용리실험을 위해 사용된 장치를 Fig. 4-10에 나타냈다. 이때 사용

된 탑은 내경 6.6mm, 높이 22.2cm로서 50wt% DEHPA/XAD-4 용매함침수

지가 2.25g 충진되었다. 따라서 탑의 총 흡착용량은 3가 RE 기준으로 0.58 

mmole이다. 용매함침 수지는 물에 담가 팽윤이 일어나도록 하고 탑내에 공

기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류수에 담긴 상태로 탑에 충진시켰다. 

실험은 먼저 RE들을 흡착시킨 후 질산으로 용리시키고 0.05M DTPA/1M 

Lactic acid 용액의 경우에는 0.001N HNO3 약 10mL를 먼저 통과시킨 후 용

리시켰다. 이는 탑내의 pH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고 

모든 실험들은 상온에서 이루어졌다. 

  나. 결과 및 고찰

       (1) 용매부하 특성

       Table 4-1은 본 연구에서 제조된 용매함침체의 사양이다. 

Table 4-1. Amount of DEHPA loaded on Amberlit XAD-4.

XAD-4 

added 

(g)

DEHPA 

added 

(g)

DEHPA loaded after 20% 

methanol washing and dry

(g)

DEHPA(g)

/XAD-4(g)

wt % of

DEHPA

1.259 3.6052 3.14 1.494 60
*

53.6522 61.3774 114.401 1.132 53.1

43.1 62.0 86.1 0.998 50.1

17.83 12.0546 29.7 0.666 40

18.488 8.1153 26.4207 0.429 30

17.32 4.6117 21.7606 0.256 20.4

27.8116 3.1085 30.82 0.108 9.8

* maximum load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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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에서 최대 함침용량은 XAD-4g당 DEHPA 1494g으로 DEHPA wt%

로는 약 60%가 되었다. 함침된 용매의 침출 등과 관련한 함침이온교환체의 

안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조된 DEHPA/XAD-4를 3M의 질산용액과 접촉

시켜봄으로써 용매의 손실정도를 조사하 다. Fig. 4-11은 실험 결과를 나타

낸 것으로 XAD-4 1g에 1.132g DEHPA가 함침된 53.1wt% DEHPA/XAD-4

를 온도 20℃와 60℃에서 질산과 수분씩 약 50회까지 반복적으로 접촉시켜

도 용매의 손실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탑에 충진시킨 후 반복적으로 사

용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2) 분배비 

         (가) 질산농도 향

              DEHPA는 이량체로서 유기상에 존재하며 3가 RE와 악티나

이드 원소들을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해 추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여

기서 M
3+는 3가의 RE 혹은 Am이고, (HA)2는 DEHPA의 이량체이다.

 

M
+3 + 3(HA)2 ⇒ M(HA2)3 + 3H

+

  DEHPA/XAD-4 수지에 의한 M+3의 추출에서 용매함침 수지의 최대이론 

흡착량은 상기 추출식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53.1 wt% 용매함침 수지의 

경우 1g 당 41.72 mg의 Eu이 흡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흡착량은 수용상

과 수지상 사이의 분배평형에 의해 결정되지만 대체로 최대 흡착량 보다는 

작은 값을 갖는다. DEHPA/XAD-4 수지의 질산농도에 따른 평형흡착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Eu(III)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실험한 결과 Fig. 4-12와 같은 

평형흡착결과를 얻었다. 수용상의 Eu(III)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지상의 흡

착량도 증가하고, 질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착량이 감소함을 보이고 있

다. 일정한 온도조건에서 용액상의 농도와 이온교환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흡착등온선으로 물리적 흡착반응에서 널리 이용되는 대표적인 등온식 

중 하나인 Langmuir 등온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KC
KC

qq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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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Variation of DEHPA weight in the DEHPA/XAD-4 with 
                  contacting times at 3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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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Distribution equilibria of Eu with nitric acid 
                  concentration in 53.1 wt% DEHPA/XA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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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q는 평형흡착량(mg/g resin), q∞는 최대흡착용량(mg/g resin), C 

는 용액상의 평형농도(mg/mL), K는 Langmuir 상수이다

  실험결과를 Langmuir 등온식과 상관시켜 얻어진 q∞와 K의 값을 Table 

4-2와 같이 각 질산농도에 대해 얻어졌다. 질산농도가 높을수록 q∞ 와 K 값

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4-2. Parameters of Langmuir isotherm.

[HNO3], (M) q∞, (mg/g resin) K

0.1 37.0 1.922

0.5 37.8 0.141

1 34.5 0.0487

2 28.2 0.0231

3 20.6 0.0123

  Fig. 4-13은 용매함침수지에 Am와 Eu를 동시에 흡착시키는 경우 두 원소

들의 분배비를 수용상의 초기 Eu의 농도에 따른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배비는 Am보다 Eu의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질산농도가 낮은 경

우에 Am과 Eu의 분배비는 초기용액에서 Eu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질산농도가 증가함에 두 원소의 분배비

도 감소하며, 또한 초기 Eu의 농도 향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앞서 Eu의 흡착평형이 Langmuir 등온식을 따른다는 것과 용매추출식

으로 부터 예상되는 결과이다. 

  Fig. 4-14는 50 wt% 용매함침 수지에 대해 Am과 RE 분배비에 미치는 

질산농도 향을 살펴본 것으로 질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DEHPA에 의한 3가 Am과 RE의 추출반응식에서 보듯

이 산도가 증가함에 따라 추출이 감소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24] RE 추

출에 대한 경향성은 Y의 분배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Sm과 Eu 그

리고 Ce와 Nd 순으로 작은 값을 보여 주고 있다. Eu-152와 Am-241를 사용

한 active계에서 실험 결과는 inactive 계와 비교하여 Eu-152의 분배비가 다

소 낮은 값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편 Am의 분배비는 RE들 중 Ce 및 N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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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Effect of Eu concentration on the distribution ratio of Am
                  and Eu with nitric acid concentration in 53.1 wt% DEHPA
                   /XAD-4.
                          closed symbol ;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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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Effect of nitric acid concentration on distribution ratios of Ce, Nd
                 Sm, Eu, Y and Am in HNO3-50wt% DEHPA/XAD-4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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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크기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E와 Am-241 간에 계산되

는 분리계수 값을 살펴보면. Ce과 Nd의 경우는 분리계수 1 부근의 값을 나

타내고 있으며, Sm, Eu도 10 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 Y의 경우는 

100 이상으로 매우 큰 분리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질산계에서는 RE와 Am의 상호분리 시 Y는 쉽게 

상호분리 되나 기타 원소들의 경우에는 분배비 값이 10 이하로서 다소 어렵

고 특히 Ce, Nd의 경우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분배비 측

정 시 같은 부피의 수용상에 용매함침수지의 양이 변화할 때 RE들의 분배비

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본 결과 수지 양이 변함에 따른 분배비 변화는 나타

나지 않고 있다. 이는 본 실험 범위에서 용액과 함침수지 간의 평형관계가 

선형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 pH 향

              용매추출계로부터 DEHPA/DTPA계에서 RE와 Am의 높은 

상호분리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하 다.[23] 따라서 크로마토그라피 용리에서

도 DTPA는 중요한 용리제가 된다. Fig. 4-15는 0.05M DTPA/1M Lactic 

acid 용액의 pH 변화에 따른 50wt% DEHPA/XAD-4 용매함침 수지에 대한 

RE(Ce, Nd, Sm, Eu, Y)와 Am-241의 분배비를 나타낸 것이다. DTPA는 5

개의 H
+를 갖고 있는 착화제로써 pH=1.0 이하에서는 DTPA가 해리가 되지 

않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해리되어 M
3+과의 착물 형성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용액의 pH는 대략 2∼3.5 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RE와 

Am-241의 분배비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RE보다

도 Am-241의 분배비가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용매추출계에서 DTPA

와 RE 및 Am 간은 1:1의 몰 비로 착물 형성이 되며 DTPA농도 증가에 따

라 대략 -1의 기울기로 감소하며[25-26] 이는 본 연구팀의 결과에서 확인한 

바 있다.[27] 그러나 DTPA의 농도 0.01∼0.1M 범위에서 Am과 RE의 상호분

리도에는 그다지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DTPA의 농도는 변화시키지 않고 0.05M로 고정시키고 실험을 수행하

다. RE와 Am-241 간 분리계수에 미치는 pH 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Am에 대한 Y의 분리계수는 100 이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질산계에서 Am-241과 거의 같은 분배비를 나타냈던 Ce의 분리계수는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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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Distribution ratio of Ce, Nd, Sm, Eu, Y and Am with pH in the 
                 0.05M DTPA/1.0M lactic acid - 50 wt% DEHPA/XAD-4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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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보다 높게 나타나 약 50 정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Nd, Eu, Sm의 분리계

수는 1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Fig. 4-16은 RE들에 대하여 추출순서를 여러 pH 값에서 나타낸 것이다. 

이들 결과에서 La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분배비는 감소하여 Nd, 

Sm, Eu 원소들 부근에서 최소 값을 보이다가 원자번호가 더 증가함에 따라 

분배비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Am의 분배비는 같은 조

건에서 RE보다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RE들을 Am과 상호분리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용매함침수지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

를 위해 0.3M DEHPA/DIPB를 사용한 pH 3.0의 용매추출계로부터 얻어진 

RE들의 분배비 값을 같이 나타내었다. 역시 Nd, Sm, Eu 원소들이 가장 작

은 분배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용매함침수지와 용매추

출계에서 Am과 RE 분배비의 경향성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용리특성 

         (가) RE 용리

          ① 흡착 

             Fig. 4-17은 0.05M DTPA/1M Lactic acid 용액 내 RE(Ce, 

Nd, Sm, Eu가 100ppm, Y가 60ppm)들이 있을 때 pH 2.3, 2.9, 3.2, 3.6에서 

얻어진 흡착 파과곡선이다. 유량은 0.5mL/min 이었으며 실험은 상온에서 수

행되었다. 일반적으로 흡착은 분배비가 클수록 보다 잘 되고 이와 반대로 각 

원소들의 파과는 분배비가 높은 경우 가장 늦게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Y

이 가장 늦게 일어나고 다음에 Ce 그리고 Nd, Sm, Eu는 거의 비슷하게 파

과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구한 분배비 결과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 pH가 커지면 분배비는 감소하는 데 이에 따라 흡착 파과곡선

도 pH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분배비가 높은 pH=2.3에서 파과가 

다소 늦게 나타나고 있고 pH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빠른 파과가 일어남을 

볼 수 있다. 용매추출로부터 발생하는 Am 흐름에는 실질적으로 Am과 비교

하여 보다 많은 양의 RE가 존재하게 되는 데 보다 높은 Am의 순도를 얻기 

위하여 먼저 흡착과정을 통하여 Am 흐름에서 RE들의 양을 줄여줄 수 있다. 

분배비 값으로 볼 때 Am의 파과는 Nd, Sm, Eu들보다 앞서 나오게 되는 데 

pH 2.3에서 용리액 약 40mL 까지에서 Y은 완전히 분리할 수 있고, Ce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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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Distribution ratios of rare earth and Am in 0.05M DTPA
                 /1M lactic acid - 50 wt% DEHPA/XAD-4 system.

D
is

tri
bu

tio
n 

ra
tio

, K
d (

m
l/g

)

100

101

102

103

104

2.36
2.71
3.00
3.31
3.55

pH

Y

Am

Y

Elements
La Ce Pr NdPmSmEu Gd Tb Dy Ho Er TmYb Lu

D
is

tri
bu

tio
n 

co
ef

fic
ie

nt
, D

100

101

102

103

104

Solvent extraction 
0.3M DEHPA, pH=3.0



- 300 -

pH=2.3

C
on

ce
nt

ra
tio

n,
 C

/C
o

0.0

0.2

0.4

0.6

0.8

1.0

Ce
Nd
Sm
Eu
Y

pH=2.9

pH=3.2

Effluent volume (ml)

0 20 40 60 80

C
on

ce
nt

ra
tio

n 
C

/C
o

0.0

0.2

0.4

0.6

0.8

pH=3.6

Effluent volume (ml)

0 20 40 60 80 100

Fig. 4-17.  Adsorption breakthrough curves of Ce, Nd, Sm, Eu and Y in various pH.
                    Solution : Ce, Nd, Sm, Eu : 100 ppm, Y: 60 ppm
                                      in 0.05M DTPA/1M Lac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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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량과 Nd, Sm, Eu의 양도 줄일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② DTPA 용리

             Fig. 4-18과 Fig. 4-19는 탑에 RE(Ce, Nd, Sm, Eu, Y)들을 흡

착시킨 후 0.05M DTPA/1M Lactic acid로 용리시킨 실험결과이다. 본 실험

에 사용된 크로마토그라피탑은 앞서 파과 실험 때와 같은 것으로 실험에서 

RE 흡착은 총 용량의 1.33%로 7.72x10-3mmole을 흡착시킨 것이다. 여기서 

용리액의 pH는 3.06과 3.45이고 유량은 0.15mL/min이었다. 이 용리 조건에서 

Y은 거의 용리되지 않고 있으며, Ce 또한 늦게 용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H=3.06인 경우가 pH=3.45인 경우보다 용리곡선의 파과점이 약간 늦

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pH가 낮을수록 분배비가 높으므로 나타나는 것이다. 

용리곡선의 형태를 살펴보면 분배비가 클수록 용리된 곡선의 형태는 보다 

편평(flat)하게 되는 데 이는 용리전개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상호분리를 위해

서는 보다 많은 용리액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본 실험을 통해 Nd, Sm, Eu 원

소의 상호분리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Y과 Ce의 분리는 

가능함을 볼 수 있다.  

  Fig. 4-20은 탑에 흡착되는 양을 각각 1.33%, 0.67%, 0.13%로 하 을떄 

0.05M DTPA/1M Lactic acid, pH=3.45로 용리시킨 결과로서 탑에 흡착되는 

RE의 양을 줄여 봄으로써 용리곡선의 형태와 상호분리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 다. 흡착량이 작은 경우 전체 RE들의 용리 최고점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최고점의 위치도 약간은 앞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흡착량이 감소함으로써 용

리곡선의 가변도(variance)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꼬리끌기 

현상(tailing)이 감소하여 보다 예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Am 용리

             Am의 정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Am 흐름으로부

터 RE 모두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RE와 함께 DEHPA/ 

XAD-4 충진탑에 대한 Am의 용리 특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서 RE 용

리에 사용한 것과 같은 크로마토그라피탑을 사용한 실험을 수행하 다. 방사

성 실험을 위해 Am-241과 Eu-152는 tracer 수준의 양을 사용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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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8.  Elution curves of Ce, Nd, Sm, Eu and Y at pH 3.06.
                     Eluate solution : 0.05M DTPA/1M lactic acid
                     Flowrate : 0.15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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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  Elution curves of Ce, Nd, Sm, Eu and Y at pH 3.45.
                      Eluate solution : 0.05M DTPA/1M lactic acid
                      Flowrate : 0.15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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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Elution curves of Ce, Nd, Sm, Eu and Y in various loading % 
                 of column.
                      Eluate solution : 0.05M DTPA/1M Lactic acid, pH 3.45
                      Flowrate : 0.15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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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실험은 모두 상온에서 수행하 다.

          ① 질산 용리

             Fig. 4-21은 50 wt% DEHPA/XAD-4 충진탑에 tracer 수준의 

Am-241과 Eu-152를 흡착시킨 후 0.5M HNO3로 용리한 결과이다. 이때 유

량은 0.15mL/min이었다. 질산농도 0.5M에서 Am과 Eu의 분리계수는 약 5 

정도로써 두 원소들의 상호분리도는 크지 않으며, 질산농도의 변화에 따라 

Am과 Eu의 분리계수는 5 이하의 값으로 질산농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상

호분리도를 증가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Eu보다 Am과의 분리

계수가 작은 Nd, Ce을 분리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을 예측할 수 있다.    

          ② DTPA 용리

             Fig. 4-22는 0.05M DTPA/1M Lactic acid, pH=3.45로 

Am-241과 Eu을 용리한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Eu의 경우 탑에 흡착 시 흡

착용량 대비 0.13%에 해당하는 비방사성 Eu에 Eu-152 tracer를 첨가한 것이

다. 용리곡선은 Am-241과 Eu-152의 방사성을 γ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함

으로써 얻어졌다. Eu의 경우 앞서 RE들의 용리에서 나타난 용리특성과 비슷

하게 tail이 길게 나타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Am의 경우 농도가 

매우 낮아 tail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Am의 농도를 증가시

키는 경우 그에 따라서 tail도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4-23은 Am-241과 Eu-152 두 원소 모두 미량(tracer) 흡착시킨 후 

0.05M DTPA/1M Lactic acid, pH=3.45로 용리한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두 

원소의 농도가 매우 낮은 경우로서 두 원소의 상호분리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앞서 Eu 농도가 다소 높은 경우에 얻어진 결과와 비교하여 Am-241과 

Eu-152이 겹쳐서 용리되는 부분이 작았다. 용리곡선의 일정부분을 취한다면 

고순도의 Am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본 방법은 탑의 용량과 비

교하여 매우 작은 양의 분리.정제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보다 많은 양의 Am을 분리정제 하는 경우는 양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치환전개 방법이 보다 적당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미

량의 Am을 취급하는 경우 치환전개는 Am의 분리.정제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용매추출의 높은 선택성과 유연성등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

는 용매추출 크로마토그라피법을 적용하는 것이 Am 분리.정제에 유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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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Elution curves of Am-241 and Eu-152 at 0.5M HNO3.
                      Flowrate : 0.15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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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Elution curves of Am-241 and Eu-152 with 0.05M DTPA/1M 
                  lactic acid(pH=3.45) in column loaded Eu of 0.13%.
                        Flowrate : 0.15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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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E lution curves of Am-241 and Eu-152 w ith 0.05M DTPA/1M 
                  lactic acid at pH 3.45 and flowrate 0.15 m l/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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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연구된 용매들의 MA와 RE 간의 상호분리계수는 

대체적으로 10 이하의 값을 갖는 것이 주 다. 그러나 최근 soft-donor 

ligand 개념이 도입되면서 S와 N 원자의 배위사이트를 갖는 용매제가 RE들

보다 악티나이드에 높은 결합능을 갖을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특히 S 기

를 갖는 일부 용매들은 10
2∼103의 상호분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28-30] 따라서 새로운 용매의 사용을 통해 상호분리계수를 높이고 용

매추출과 이온교환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용매추출크로마토그라피법의 

새로운 적용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4.  결  언

      정제도 높은 많은 양(>g)의 Am을 분리정제 하는 경우 강산성 양이온 

교환수지 Dowex 50W-X8을 사용한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 치환전개 방법

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 때 사용된 용리제는 DTPA이고 조건은 

0.05 M, pH 6.5 다. 내경 6.6mm 용리탑에서 원소들의 겹침밴드는 원소들간

의 상호분리계수 값에 의해서 향을 받았다. 정제율을 99% 이상으로 하는 

경우 Am(Dy)과 다른 RE들간의 겹침밴드를 분리계수와 상관시킨 결과 

log(L)=-0.549log(α)+1.493(L: 겹침밴드, α: 분리계수)의 식을 얻었다.  

   미량(<mg)의 Am 정제를 위해서는 높은 선택성과 유연성 등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는 용매추출 크로마토그라피가 이온교환 용리전개보다 매우 유

용하 다. 지지체로서 Amberlite XAD-4를, 함침 용매로는 DEHPA를 사용

하 다. 용리제로서 0.05M DTPA/1M Lactic acid, pH=3.45를 사용하는 경우 

Am과 RE가 잘 분리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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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용매추출 공정 모사코드 현황 조사

    1.  서 언

   군분리 공정에서 주로 취급하는 용매추출 방법은 mixer-settler(MX)

형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군분리 공정 모사코드의 개발은 이러한 

추출장치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코드 개발의 첫 단계로 이제까지 개발된 MX형 추출장치 모사코드를 

조사, 분석하여 군분리 공정에 적용 가능한 전산모델과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 개념을 적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MX형 추출장치는 주로 SF에 들어있는 각종 화학 성분들을 추출하기 위

해 사용되어 개발된 많은 코드가 있지만, 군분리를 위해 개발된 코드는 거의 

없으며 개발 중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군분리 공정은 SF가 아닌 HLW를 

대상으로 이러한 코드들을 직접 사용할 수는 없지만 추출장치의 물리적 동

작 방법은 동일하므로 비슷한 공정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 단지 물리화학적 

추출 특성만이 다르게 된다. SF를 대상하는 하는 경우 주요 핵종이 U과 Pu

이 되지만 군분리의 경우는 장수명핵종(MA, 고방열성 핵종, 희귀원소 등)이 

관심 핵종이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SF를 대상으로 개발된 코드 중  

가장 널리 알려지고 보편화된 코드와 TRU나 악티나이드 계열의 원소를 취

급하고 있는 코드를 중심으로 조사하 다.

  현재 상용 재처리 시설은 거의 모두 용매추출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TBP에 의한 PUREX 공정이다. PUREX에 있

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공정 계산은 1960년대에 시작하여[1] 최초로

SIMTEX[2]가 개발되었으며, 1970년 이후 SOLVEX[3], SEPHIS(∼MOD4)

[4∼7], Revised MIXSET[8], PUBG[9], VISCO[10], PULCO[11], REPROCX 

[12], RADSIM, DYNAC[13], CUSEP(∼MOD1)[14], SIMULEX, Advanced 

MIXSET[15]와 1990년에 들어서 EXTRA‧M[17]가 개발되었으나, 공개되어 

있는 것은 몇 가지뿐이다. 그리고 상기 코드 대부분이  PUREX에서 U과 Pu

의 정상 또는 과도변화 시의 거동(농도분포) 해석 또는 보장조치상의 계량관

리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MX를 이용한 용매추출 모사 코드의 전형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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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SEPHIS 계열의 코드을 먼저 살펴보고 미국에서 개발된 PUBG 코

드와 90년대 들어 개발된 코드로 Np, Tc 등을 다루고 있는 EXTRA‧M 코

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  Mixer-settler 추출장치 모사모델 분석

       Mixer-settler는 한 단이 mixer부와 settler부로 구성된다. Mixer 부

에서는 교반기로 유기상과 수용상을 혼합 교반하여 한쪽 상은 다른 쪽 상 

내의 미소 액적으로 분산시켜 두상 계면의 면적을 증가시켜서 계면에서의 

물질이동을 촉진시켜 액-액간의 분배를 거의 평형에 도달시킨다. 이 혼합상

은 다음의 settler부로 보내져 일정시간 체류하면서 두상으로 분리되고 각각 

반대 방향의 mixer부로 전달된다. 실제 조사된 코드마다 약간 씩 다른 형태

의 모델을 취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대동 소이하다. 먼저 SEPHIS-J 

코드의 개발 근거가 된 SEPHIS-MOD3와 이를 부분 개량한 SEPHIS- 

MOD4, 그리고 PUBG에 관해 알아보고, 이 두 코드를 배경으로 개발된 

SEPHIS-J와 마지막으로 90년대 개발된 EXTRA‧M에 대해 살펴보겠다.

     가. SEPHIS 코드 계산 모델

 (1) SEPHIS-MOD3 계산 모델

     SEPHIS 코드들은 일반적으로 PUREX법에 의한 MX형 용매추

출기내의 각 성분의 농도분포를 계산하기 위한 모델로 Fig. 5-1에 나타난 것

과 같은 idealized model을 사용한다. 각 단에서는 인접한 단 및 외부에서 유

입되는 흐름과 인접 단 및 외부로 유출되는 흐름이 있다. 이외에 SEPHIS 

-MOD3에서는 2개의 recycle 흐름을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모델에서는 유기상은 단 번호가 증가하는 순으로, 수용상은 역으로 감소하

는 방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recycle flow를 제외한 순 유량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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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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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총 유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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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 Idealized Mixer-Settl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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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유량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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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그러므로 추출기내에 각 단에 대해 총 유량과 단 용량의 비율이 같

게 되고 이 비율이 용액의 체류시간이 되어 계산할 때 시간 간격이 된다. 이 

시간 간격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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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t에 있어서의 성분 j의 물질 수지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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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고 이것과 다음에 표시한 분배계수(D)의 정의에 따라 분배 평형식에 

의해 농도가 계산된다.

DYX titi ,, =

  PUREX 공정에서는 자신은 추출능이 없는 합성 dodecane이 희석제로 널

리 사용되고, 용매로는 TBP가 사용되며 통상 경수로 연료의 경우 30 vol.%, 

FBR 연료의 경우 15 vol.%가 사용된다. 이 TBP는 유기상에 균일하게 분산

되고 수용상으로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모델링하고 있다.

  분배계수는 수용상 농도와 유기상 농도를 관련 지어 주는 데 질산 용액 

중에 존재하는 U와 Pu을 유기용매로 추출하는 경우 평형상태에서의 수용상

과 유기상 농도의 비가 된다. 다음은 분배계수와 화학평형의 관계를 PUREX

의 기본이 되는 Pu(NO3)4-UO2(NO3)2-HNO3/TBP-dodecane 계를 모델링 하

는 경우를 보여준다. 이 경우 화학 평형 반응은 다음과 같으며, 좌변은 수용

상을 우변은 유기상을 나타낸다.

Pu
4+
 + 4NO3

-
 + 2TBP ↔ Pu(NO3)4‧2T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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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
2+
 + 2NO3

-
+ 2TBP ↔ UO2(NO3)4‧2TBP

H
+
 + NO3

- + TBP ↔ HNO3‧TBP

H
+ + NO3

-
 + 2TBP ↔ HNO3‧2TBP

이 평형관계를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 ]는 몰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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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DL의 Richardson은 평형상수(K) 대신에 겉보기평형 상수(apparent 

equilibrium constant),  K' 을 질산농도의 관계로 표현하 다.

K'Pu = KPu[NO3
-
]4,       K'U = KU[NO3

-
]2

K'H1 = KH1[NO3
-],       K'H2 = KH2[NO3

-]

여기에서 KH1은 TBP 1분자와 결합한 산, KH2는 TBP 2분자와 결합한 산의 

평형 관계이다. Richardson의 분배데이터가 solute free basis로 되어있어 통

상의 몰 농도(대문자)에서 이 solute free basis 농도(소문자)로 변환하여 평

형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이 변환 관계는

aaaa

aaaaa

a

shpuu

SHPuUM
m

031.00309.013.00724.00.1
031.00309.013.00724.00.1

0.1

++++=
−−−−

=

oooo

ooooo

o

shpuu

SHPuUM
m

0174.0043.0139.0097.00.1
0174.0043.0139.0097.00.1

0.1

++++=
−−−−

=

여기서 첨자 a는 수용상, o는 유기상을 표시하고 Wo 와 wo는 유기상에 있

어서의 물의 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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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s, Puos, Hos는 각각 TBP를 포화시키는 데 필요한 U, Pu, 질산의 몰 농도

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
T

Uos 046.00.1
5.0

+
=

T
T

Puos 09.00.1
5.0

+
=

( )( )
t

FtT
Hos 043.00.1

0144.095.300609.00.1 65.1

+
⋅−−⋅=

이 식에서  os : 포화용매에서의 용질의 몰 농도

        F : 무수 solute free 용매 중의 TBP 체적 분율

        T : TBP 몰 농도(3.65145 
oF)

         t : 온도(oC) 이다.

  Richardson의 분배 데이터는 25
oC, 100% TBP를 기준으로

3.79.357.1* 011.04.17.3 aaaU nnnK ++=

44.382.0*
1 0052.0135.0 aah nnK +=

*
1

*
2 hh KK =

여기서 aaaaaa SPuPuUHn ++++= 34 342 이고, Pu 평형상수는 U의 평형상수 함수로

( )225.1**
4 0074.055.020.0 aUPu nFKK ++=

가 된다. 그 다음, 온도와 TBP의 함수로

( ) τ− −= 250017.0* 34 eFKK UU

( ) τ− −= 20017.0*
44 34 eFKK PuPu

( ) τ− ⋅−== 34015*
121 54.00.1 eeKKK F

HHH

여기서, τo를 평형상태온도(
o
C)라면 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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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11 −

τ
=τ

o

으로 표시된다.  Pu의 환원반응을 고려하면 Pu3+는

7
3 000156.004.0 aaPu nFnK ⋅⋅+=

로 표시된다. 추출반응에 관여하지 않는 TBP 농도(Tf)는

( ) faHfaHaPuaPuaUf THKTHKPuKPuKUKTT 1
2

233442 −+++−=

로 표기되고 이는 Tf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근의 공식에 의해 구해진다.

이 Tf와 평형상수로부터 분배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U = KU‧Tf
2
,         DPu4 = KPu4‧Tf

2

  DPu3 = KPu3‧Tf
2,       DH = KH1‧Tf+KH2‧Tf

2

       (2) SEPHIS-MOD4 계산 모델

    이 모델에서도 MOD3와 마찬가지로 Fig. 5-1의 이상형 mixer- 

settler 모델을 사용하며 용질은 유기상 및 수용상의 feed stream과 앞 단에

서의 수용상 흐름과 뒷 단에서의 유기상 흐름을 통해 각각 mixer로 들어온

다. 이렇게 들어온 stream들은 mixer안에서 상간에 분배평형에 도달되도록 

혼합된다. Mixer를 나가는 흐름은 두 가지로 나뉘어 수용상과 유기상 settler 

세 개 zone 중 첫번째로 들어간다고 가정한다. 각 zone은 균일한 혼합상으로 

가정하고 overflow되는 용액은 다음 zone으로 들어간다. 세번째 settler zone

을 나온 용액은 product가 되어 외부로 배출되거나 다음 단으로 전달된다.

  Feed나 product stream은 어느 단에서도 생길 수 있으며 수용상과 유기상

의 용적은 mixer부와 settler부 각각 규정할 수 있다. 적분에 사용되는 시간

간격은 방정식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SEPHIS-MOD4에서는 몇 가지 가정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은 반드

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계를 효과적으로 간략화하고 계산 시간을 단축하

기 위함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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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출기내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변화한다.

  • 용적과 유량은 사용자가 변경하기 전까지는 일정하다.

  • 추출기의 기계적 조작은 모델의 ideality를 따른다.

  • 순간 물질 이동과 같은 몇 가지 화학 효과나 조건을 가정한다.

  • 열의 효과는 무시한다.

  • 단의 체류시간은 확산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다.

  이상 모델을 통해 접촉기를 통해 흘러가는 용질의 변화를 모사하기 위해 

mixer와 settler를 묘사하는 미분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먼저 mixer에 대한 

비정상상태 물질 수지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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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성분의 변화량은 mixer로 유입된 양과 유출된 양과의 차이가 되고 

방정식을 간략화 하기 위해서 단의 용적과 유량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mixer안에 용질들은 상간에 평형분배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각 용질의 농도는 어떤 시간 간격에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농도

를 이상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어떤 시간 간격에서 단에서

의 농도가 미소량 만이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반복계산에 필요한 이상적인 

초기 가정 값은 시간 간격의 시작과 끝에서의 농도 값의 평균이다. 최종 미

분 방정식은 4차 Runge-Kutta 법과 적당한 분배계수를 사용하여 적분하면 

단의 새로운 농도가 되고 반복 과정으로 다음 단의 계산으로 넘어간다. 모든 

단에서의 농도가 계산되면 다음 시간 간격으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주어

진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반복 계산을 계속하면 되는 데 이 때 각각의 mixer

사이에 settler가 있음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Mixer에 대한 계산이 끝나면 

바로 settler에 대한 평가를 해 주어여 한다. Settler에서는 물질이동이 일어

나지 않는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계산은 단지 settler를 통한 농도변화가 전개

되는 것 뿐이다. 즉 한 용질이 mixer를 떠나 다음 단의 mixer로 들어가기까

지 시간지연이 더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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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tler 방정식은 mixer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수식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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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settler는 세 개의 같은 용적의 완전혼합 역으로 나뉘고 settler로 들어

오는 유일한 흐름은 mixer에서 나온 혼합상이다. 이 흐름은 settler를 거쳐 

product로 배출되거나 다음 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Runge-Kutta 적분방식이 농도를 계산하는 데는 매우 좋고 안정한 방법일 

것 같으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많은 계산시간을 소모한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유한차분법이나 trapezoidal form의 적분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settler에서의 계산과 반복과정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적분 방식은 

Runge-Kutta 보다 두 배 빠르지만 정상상태 결과를 얻고자 할 때나 농도 

변화가 매우 느릴 때만 권장된다.

  Mixer 식에서 사용하는 분배계수는 MOD3와 같다. Settler에서는 다음과 

같은 Pu의 환원반응과 반응 평형식을 도입하고 있다.

Pu
+4
+ Reductant → Pu

+3

2Pu+4+ U+4+ 2H2O → 2Pu
+3+ UO2

+2
+ 4H+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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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속도상수(k')는 30oC에서 0.029 mole5/sec이고 활성화에너지는 31 

kcal/mole이다. 또 PuNO3
+3
의 해리상수(KD)는 0.33 mole이다. 위 세가지 반

응 중 가장 간단한 첫째 메커니즘은 Pu의 순간적인 환원이다. 두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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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V)에 의한 Pu의 환원으로 1차 속도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프로그램에서

는 질산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세번째는 PuNO3
3+에 대한 해리상수가 

관련된 실험식으로 표현되는 hydroxylamine에 의한 Pu의 환원 반응이다. 이 

반응은 프로그램에서 산과 nitrate 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나. PUBG 코드 계산 모델

       (1) 코드 개요

     PUBG 코드는 LANL이 대학에 의뢰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PUREX에 의한 재처리 공정에서는 공제염, 분리, 정제공정에 의해 수용상과 

유기상과의 상 경계에서 핵물질의 이동 반응이 일어난다. 첫째는 산-염기 반

응이고 다른 것은 redox 반응이다. 이러한 2개 반응 및 물질이동은 mixer 내

에서 우세하게 일어난다. settler는 mixer에서부터 나온 물질이 미세하게 분

산되면서 분리를 일으킨다.

  용매 추출기 내의 중요한 성분에는 H
+, UO2

2+, Pu4+, Pu3+, NO3-, TBP와 환

원제로 사용되는 U
4+, HAN등 이 있다. 성분 H+, UO2

2+, Pu4+는 수용상 및 유

기상의 양쪽에 존재하고 유기상 내에서는 TBP와 그것의 nitrate salt 형태로 

용해되어 있다. 성분 Pu3+, U4+, HAN과 free NO3-는 수용상에서만 용해 가능

하고 반면 TBP는 유기상에서만 용해 가능하다.

  PUBG에서는 수상이 단 번호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유기상은 반대 방

향으로 흐른다고 가정하고 있다. 추출기내의 각 단은 mixer와 settler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mixer는 settler에 비해 작지만 물질이동은 mixer에서 일어

난다. 그러나 반응은 settler를 통과한 유량비에 의해 지배되므로 재고량은 

settler의 유량, 농도에 크게 의존한다. 추출기내의 각 단, 각 상에 포함된 성

분 농도 계산에 관해 PUBG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하고 있다.

  Mixer부에서는 정상상태 근사와 물질수지로부터 다항식을 도출하여 이것

을 반복 계산에 의해 푼다. 또한 settler부에서는 성분에 관한 물질수지 식을 

시간에 관해 4차 Runge-Kutta 방법으로 푼다. 물질전달 평형으로부터 벗어

나는 것은 성분마다 정의할 수 있는 물질이동계수 및 계면적에서 반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외에 U
4+, HAN에 의한 Pu4+로부터 Pu3+로의 환원에 대

해서 auto-oxidation rate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환원의 정도를 조정하도록 되



- 320 -

어있다. 여기에서 분배계수에 관한 데이터 및 실험식은 SEPHIS와 동일하나 

해법 및 수학 모델은 전혀 다른 새로운 코드라 할 수 있다.

       (2) 수학 모델

   (가) Settler 방정식

    Settler 내의 성분에 관한 물질수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고 Xp
s

는 settler s(mixer의 경우는 m)의 상 p(여기에서는 수용상이면 p=a이고 유

기상이면 p=o) 내의 성분 x의 liter 당 gram 수로 표시되는 농도이다. V는 

용적을 나타내고 F
m
은 mixer m으로부터의 inter-stage stream을 나타내고 

P
s
는 settler s로부터의 product stream을 표시한다. 추출기의 정상운전 시에

는 dVp
s
/dt=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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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x는 U
4+ 또는 HAN에 의한 Pu4+에서 Pu3+으로의 환원 비율이다. Nx는 

nitrate ion의 존재에 따른 U
4+
의 UO2

2+
로의 auto-oxidation rate이다. Cx와 

Sx는 이와 같은 환원반응에 포함된 성분에 대한 각각의 stoichiometric 

coefficient이다.  U4
+환원의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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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HAN 환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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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여기에서 K'은 30℃에서 0.029 mole5/sec이고 31 kcal/mol의 활성

화 에너지를 갖는다. PuNO3
3+
의 해리상수, Kd는 0.33M이 된다. Nx는

[ ] [ ]−+ ⋅⋅τ= 3
4 NOU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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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된다.  여기서 τ는 주어진 size, phase ratio 및 flow rate 등 추출기 

출력 데이터에 대하여 교정하기 위한 파라미터이다. 위의 두 물질 수지식을 

합하면 다음 식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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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Mixer 방정식

   물질수지 방정식을 mixer 내의 성분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여기에서 ±의 +는 유기상에 대한 것, -는 수용상에 대한 것이다.  0은 

feed stream의 특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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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Kx
m(Xo

m-Xo
m(eq))는 상간의 물질이동의 비율을 제어하는 것이다. Kx

m

은 성분(x)에 관한 물질이동계수, Am은 mixer(m)의 물질이동 면적이다. Xo
m
 

은 mixer(m)의 유기상 내 성분 x의 순간 농도이고 Xo
m(eq)는 성분 x의 수용

상 농도의 평형상태에서의 순간 값이다.  이것에 의해

Xo
m
 (eq) = Dx Xa

m

이 된다. 여기서 Dx는 수상 및 유기상 간의 성분 (x)에 관한 분배계수이다.  

정상상태에서는 dVp
m
/dt=0이라 놓으면 다음식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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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립방정식에서 Xp
m
을 소거하면 다음과 같은 mixer 내 성분의 농도

에 관한 해석적 표현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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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px=Fp
s+1
Xp
s+1
+Fp

0
Xp
0 
이다. 이 식에서 Am이 0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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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상간의 물질이동이 일어나고 Am이 무한대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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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이 경우 전체 농도는 평형 분배계수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

다. 이 식의 풀이가 힘든 것은 Dx
s
가 Xa

m
과 TBP농도(Total nitrate 이온농도 

또는 Salting strength와 같이)에 대해 implicit 함수라는 점이다.

  각 분배계수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평형상수와 연관된다.

[ ] [ ]βα− ⋅⋅= TBPNOKD eq
xx 3

 

여기서 α와 β는 다음의 평형반응에 대한 stoichiometric 계수에 연관된다.

       Xa
m
 + αNO3

-
 + βTBP → Xo

m

평형상수는 salting strength, free TBP 농도 및 농도의 함수로 경험적으로 

형성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mixer 방정식은 적절한 초기 추정치를 주면

Newton 법에 의해 수치 해법으로 풀리게 된다.

         (다) 온도 구배

   상간의 열의 이동은 settler 내에서도 mixer 내에서도 빨리 일

어난다고 가정한다. PUBG에서는 mixer 내에서 상간의 열의 이동은 순간적

으로 일어나고 settler에서는 열의 이동이 없다. settler 온도는 인접한 mixer

에서 들어와 다음 mixer로 나가는 열의 흐름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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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p
s는 settler 내의 상 p의 온도이다. 위의 가정과 식(1)을 사용하면 

윗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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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식은 Tp
s에 관해 4차 Runge Kuta 적분으로 푼다. Mixer 내 임의

의 순간의 열의 이동은 양쪽 상의 온도에 관한 다음 식으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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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p는 상 p에 대한 비열이고 부호들은 전에 정의한 바와 같다. 평형 

분배계수는 온도에 대해 약한 함수이고 용해되어 있는 염을 무시하여도 충

분한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이것에 의해 수용상에 대해서는 1 cal/g의 비

열이 얻어진다. 유기상에서의 비열은 Co=0.321 + 0.078(TBP)로 주어지고 여

기서 TBP 농도는 volume fraction으로 표현된다.

     다. SEPHIS-J 코드 계산 모델

 (１) SEPHIS-J의 U과 Pu 분리 반응

      TBP에 대한 Pu의 분배계수는 Pu
+3
와 Pu

+4
가 서로 크게 다르다. 

Pu
+3
는 TBP에 의해 거의 추출되지 않는다. 유기상으로 추출된 U과 Pu 중 

Pu을 역추출할 때 3가로 환원시켜주면 Pu만 역추출되어 U은 유기상에 남는

다. 이렇게 하여 U과 Pu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Pu
+4의 환원제

로 질산 제1철, HAN, uranous 등이 실용화되어 있다. 질산 제1철이나 음극

전해환원반응의 경우 상당히 빠르게 환원이 일어나는 반면 HAN이나 

uranous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환원이 느리게 일어나 체류시간을 알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SEPHIS-J에서 취급하는 환원제와 그 화학반응 등 

계산 모델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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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질산 제일철 (Fe(NO3)2)

   질산 제일철에 의해 Pu
4+
는 Pu

3+
로 다음과 같이 환원된다. 모

델에서는 한 시간 스텝 동안 단에 공급된 Pu
4+양을 초과하는 과잉의 Fe2+가 

공급되어 Pu4+ 전량이 Pu
3+
로 환원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Pu

4+
가 Fe

2+
보

다 많은 경우 Fe3+가 역으로 Fe2+로 환원되는 일이 일어난다. 결국 공급된 

Fe2+와 생겨난 Pu
3+
가 주어진 시간 스텝 끝에서 단을 통과해 나오게 된다.

              4Fe
2+
 + 4Pu

4+ 
↔  4Pu

3+
 + 4Fe

3+

         (나) Uranous (U(NO3)4)

   Uranous에 의한 Pu의 환원반응(일차반응)은 다음과 같으며

              2Pu
4+ + U4+ →  2Pu3+ + UO2

2+

이 반응을 Pu 만으로 표현하면 Pu4++ e → Pu3+가 된다. 이 경우의 반응상수

를 수용상에 대해서 Ka
1
, 유기상에 대해서 Ko

1
이라 하고 편의상의 반응상수

도 Ka
2
, Ko

2
라 하면 물질수지식은 수용상에 대해서

4
14 XK

dt
dX

a−= 3
1

4
13 XKXK

dt
dX

aa −=

가 된다. 유기상에 대해서도 같은 모양이 된다. 여기에서 X4는 수상의 Pu
4+

의 농도이고 X3는 Pu
3+
의 농도이다.  과잉의 uranous는 U

6+
로 산화되어 쉽게 

TBP에 의해 추출되어 우라늄 정제 공정으로 유출된다.

         (다) HAN (Hydroxylamine nitrate, NH3OHNO3)

   HAN에 의한 Pu의 환원반응은 다음과 같으며

         2Pu4+ + 2NH3OH
+ ↔ 2Pu3+ + 4H+ + N2+ + 2H2O

         4Pu
4+ + 2NH3OH

+ ↔ 4Pu3+ + 6H+ + N2+ + H2O

과잉의 HAN이 공급된 경우에는 두 번째 식의 반응이 일어나 Pu
4+
 1몰이 

HAN에 의해 환원되고 1몰의 Pu3+와 2몰의 수소이온이 발생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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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반응식이 Barney[19]에 의해 도입되었다. 여기서 β1은 PuNO에 대한 

안정도 상수이다. SEPHIS-MOD4와 비교할 때 같은 식이지만 표현 방법이 

약간 다르다. 여기서 속도상수와 안정도 상수에 대한 실험 값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K'=6x10
42e-28500/K,      β1=2x10

33e-22100/K

  시간 스텝동안 단 내 HAN에 의해 환원되는 Pu4+의 양은 시간 t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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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a : 수용상 용적

 Vo : 유기상 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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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4, X3 : 출력수용상의 Pu
4+, Pu3+의 농도

 x4, x3 : 입력수용상의 Pu
4+, Pu3+의 농도

 Y4, Y3 : 출력유기상의 Pu
4+, Pu3+의 농도

 y4, y3 : 입력유기상의 Pu
4+
, Pu

3+
의 농도

Pu3+의 분배계수를 D3, 상비율을 PR이라 하면,  D3=Y3/X3,  PR=Va/Vo 에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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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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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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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또한 Pu 전체에 대한 물질수지로부터

   Va(X3+X4)+Vo(Y3+Y4)=Va(x3+x4)+Vo(y3+y4)

가 얻어지고 여기서 D4=Y4/X4, D3, PR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 ) ( )
3

444343
3 DPR

DPRXyyxxPR
X

+
+−+++⋅

=

가 된다. 이 식으로부터 출력 수상의 Pu
4+
의 농도, Pu

3+
의 농도는 D3, D4에 

초기치를 주고 Newton-Raphson 법으로 상대오차 0.001 이하가 되도록 반복 

계산하면 그 답이 얻어진다.

       (２) 계산 모델

     SEPHIS-J는 SEPHIS-MOD3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SEPHIS- 

MOD3의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① 추출기의 성능, 운전 조작 등에 의해 분배 평형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보통 분배평형이 성립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추출기 내의 재고량을 

20% 정도 과소하게 계산한다.

  ② mixer부와 settler부를 하나의 물질수지 식으로 풀어서 시간에 대한 적

분을 하지 않는다.

  ③ 계산의 시간 간격을 단 용량/전체 유량 비로 코드 내에서 설정하여 이 

시간 내에서는 물질 수지식의 제 계수 값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푼다. 따라서 이 시간 내에서는 recycle stream에 의한 혼합을 고려하지 않

는 바 추출기 내에 있어서 각 상의 혼합이 일어나도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추출기의 동작에 대해 각 단의 농도는 연속적으로 

변하게 되는 데 이 코드에서는 불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SEPHIS-J의 모델에서는 물질전달 평형에

서 벗어나는 것을 mass transfer efficiency를 입력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계

산 시간 간격도 입력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하 다. 물질수지를 나타내

는 시간 의존의 미분방정식의 적분을 ∫Fdt=F△t 의 유한차분으로 근사하여 

물질 수지식을 차분화하여 풀었다.

  SEPHIS-J의 stage model을 상기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면 물질수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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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는 변수 및 계수를 아래와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oo
is RfOOO ++== −1

aa
is RfAAA ++== +1

A

xRxfxA
x

i
safa

i
s

i

in

++⋅
=

++ 11

O

yRyfyO
y

i
sofo

i
s

i

in

++⋅
=

−− 11

OAR =

Mixer 내의 물질수지식은 화학반응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mminin
m

o
m

a yOxAyOxA
dt
dy

v
dt
dx

v ⋅−⋅−⋅+⋅=+

이것을 t→t+△t 사이에서 적분하면

( ) ( ) ññññ ⋅−⋅−⋅+⋅=−+− dtyOdtxAdtyOdtxAyyvxxv mmininmmomma
''

이 된다. 여기서 xm
', ym

'은 각각 시각 (t+△t) 에서의 수용상, 유기상의 핵물

질 농도, xin, yin은 각각 시간 (t)에서의 핵물질 농도이다. 이것을 ∫Fdt=F△t 

로 놓으면

( ) ( ) tyOtxAtyOtxAyyvxxv mmininmmomma ∆⋅⋅−∆⋅⋅−∆⋅⋅+∆⋅⋅=−+− ''

가 되고 결국,

( ) ( ) tyOtxAytOvxtAvyvxv ininmomamoma ∆⋅⋅+∆⋅⋅+⋅∆⋅−+⋅∆⋅−=+ ''

가 된다. 여기에서 우변은 이미 알고 있는 양이므로 이를 R이라 놓으면

Ryvxv moma =+ ''

이 된다. Mass transfer efficiency (Ef)=1.0인 경우(평형상태)는 수용상과 유

기상에서는 D=y/x 가 관계가 성립하므로 이 두 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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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수용상에 대해서 mass transfer efficiency(EFa)가 정의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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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유기상에 대해 정의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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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수용상, 유기상의 각각에서 정의된 mass transfer efficiency와 상기

의 물질 수지식으로부터 각 성분의 농도, X, Y가 계산된다. 같은 방법으로 

settler부의 물질 수지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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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yOtxAtyOtxAyyvxxv ssmmssossa ∆⋅⋅−∆⋅⋅−∆⋅⋅+∆⋅⋅=−+− ''''

이 되고 화학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 )
a

msa
s V

xtAxtAV
x

'
' ⋅∆⋅+⋅∆⋅−

=
( )

o

mso
s V

ytOytOV
y

'
' ⋅∆⋅+⋅∆⋅−

=

로 수용상과 유기상의 성분 농도를 계산하게 된다. 반면, 화학반응이 일어나

는 경우에는 미분방정식의 우변에 화학반응 항이 더해져 mixer부와 settler

부에 대해 반복 계산을 하여 농도를 계산한다. 이렇게 해를 구할 때 각 단에 

대해 수용상 및 유기상의 용량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SEPHIS-MOD3 코드의 약점을 개선하여 개발된 SEPHIS-J 코드

는 정상상태 뿐만 아니라 비 정상상태에 대해서도 비교 대상이 된 PUBG 코

드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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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EXTRA‧M 코드 계산 모델

     EXTRA‧M은 Pu(V), Pu(VI)가 관여된 아주 복잡한 계, 혹은 장기

적으로 폐기물 관리상 중요한 Np이나 Tc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그 동안 

PUREX 공정의 화학현상에 관해 발표된 보다 많은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고 

보다 계산 시간도 짧은 범용 코드를 얻는 것이 개발 목적이다. EXTRA‧M에

서 도입한 mixer-settler의 구조 모델은 기존의 다른 코드와 크게 다르지 않

다. 수용상은 높은 단에서 낮은 단 쪽으로 흐르고 유기상은 이와 반대로 흐

른다고 가정한다. 이 때의 유량은 각각 Fa, Fo, 농도는 각각 Xap
s
, Xop

s
(여기서 

첨자 a, o는 각각 수용상과 유기상을 나타내고 s는 단 번호, p는 mixer부 또

는 settler 1,2,3부 중 하나를 나타냄)로 표기한다. 수용상 흐름은 각 단에서 

폐수(raffinate)로 추출기를 빠져나가거나 일부 혹은 전량을 reflux로 하여 전 

단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여기에서 mixer부는 수용상 용적(Vam)과 유기상 

용적(Vom)으로 분할되는 데 Vam과 Vom의 비율은 mixer부를 통과하는 수용상

과 유기상의 유량비와 같다. 한편 settler부는 3개의 등용적의 방으로 분할되

고 각 방의 액-액 계면은 M1에서는 입력치로 지정하고 M2, M3에서는 용액 

깊이의 중간 값으로 자동 유지된다(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XTRA‧M

은 M1, M2, M3의 세 가지 코드로 분리되어 있음).  Pas는 s단 settler부 수

용상 중에서 같은 s단 mixer로 recycle되는 유량을 표시한다.

Mixer부와 settler부의 각 방안에서 성분 각각의 상 내 농도는 상시 균일

(완전 혼합)하고 각 상은 일정한 유속으로 다음 실로 이동한다(여기에서 말

하는 mixer부의 완전 혼합과 액-액 분배의 완전 평형과는 의미가 다름). 액-

액간 물질이동은 mixer부에서만 순간적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settler부

는 무시한다(실제로 그 기여도는 아주 적다). 화학반응은 mixer부와 settler

부의 양쪽 두 상내에서 일어난다. 외부에서의 액의 주입은 mixer부로만 일어

나고 또 외부로의 유출은 settler부의 제3실에서만 일어난다.

       (１) 물질수지식

      Mixer-settler 모델에 기초하여 비정상상태에서의 mixer부 및 

settler부에 대한 수용상, 유기상의 물질수지식을 도입한다. 체적 몰 농도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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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Mixer에서의 물질수지식

          ① 유량 수지

수용상 :  001 =−++= − s
am

s
aa

s
a

s
am FPFF
dt
dV

유기상 : 001 =−+= − s
omo

s
o

s
om FFF
dt
dV

       ② 성분 농도수지

수용상 :  
[ ] ( )si

am
i
o

si
am

s
am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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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

i
aa

is
as

s
as

am

si
am xRxFxPxFxF

Vdt
dx

+−++= ++
3

00)1(
3

11

             유기상 :   
[ ] ( )si

om
i
o

si
om

s
om

i
oo

is
os

s
os

om

si
om xRxFxFxF

Vdt
dx

+−+= −− 00)1(
3

11

  여기에서 xas3
(s+1)i는 (s+1)단의 settler 제 3실에서의 수용상 중 화학종 i의 

농도를 표시한다. Xom
si는 s단 mixer부에서의 유기상 중 화학종 i의 농도를 

나타내고 분배평형이 성립할 때 xom
si=Dixam

si가 되고 Di는 분배계수, Ri는 화

학종 i에 대한 계의 화학반응 항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수용상 반응 : ( ) ä= j
a

j
a

ij
a

i
a

i
a HvnxR ,   유기상 반응 : ( ) ä= j

o
j
o

ij
o

i
o

i
o HvnxR

na
ij
는 수용상중 화학반응 j에 대한 화학종 i의  화학양론계수, va

j
는 그 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이다. 여기에 각 화학반응의 온도 의존계수 H를 대입하면

( ) ä= j
a

j
a

ij
a

i
a

i
a HvnxR ( ) ä= j

o
j
o

ij
o

i
o

i
o HvnxR

가 되고 여기에서 Hj는 다음 식으로 즉, [ ]TRE j ∆⋅exp 표시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Ej는 화학 반응 j의 활성화 에너지(J/mol), T=1/t-1/298, t는 절대온

도, 그리고 R은 기체상수 (8.3144 j/mol/K)이다.

         (나) Settler에서의 물질수지식

          ① 유량수지

Settler부의 3개의 분할 실을 각각 s1, s2, s3라 하면

       Vas1 = Vas2 = Vas3, Vos1 = Vos2 = Vo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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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상 :    s1;  dVas1
s
/dt=Fam

s
-Fas1

s
 = 0

                   s2;  Fas1
s-Fas2

s = 0

                   s3;  Fas2
s
-Fas

s
Ra
s
Pa 

s
 = 0

그러므로  Fam
s=Fas1

s=Fas2
s=Fa

s+Ra
s+Pa 

s 이고

       유기상 :    s1;  Fom
s
-Fos1

s
 = 0

            s2;  Fos1
s-Fos2

s = 0

            s3;  Fos2
s
-Fos

s
Ro
s
 = 0

그러므로 Fom
s=Fos1

s=Fos2
s=Fo

s+Ro
s 이고,  또한  Vs=Vas

s+Vos
s이므로

 
M2, M3

에서는 Vas
s = Vos

s이 된다.

    ② 성분농도 수지

       수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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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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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εa, εo는 settler내 수용상, 유기상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효율이다.

       (２) 분배계수 계산식

      Mixer 안에서는 전체 용질이 수용상과 유기상에 어떤 비율로 

분배되어 있다. 이 각 성분의 분배비(=유기상농도/수용상농도)는 TBP-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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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액 계만을 보아도 희박 수용액이론을 기초로 한 화학평형론에서 유도된 

값과 다른 경우가 많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macro 량 역에서 각 용질

의 활동도 변화와 유기상에 대한 화학종의 활동도 및 각 화학종의 수용액 

계에서의 상호작용, 수화상태, 또 온도효과 등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

에 정확한 추출(평형) 상수를 이론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

라서 현재 가장 잘 알려져 있는 Richardson 식에서도 추출상수 KM을 수용

상중의 전체 NO3
-
농도에 대한 함수로 표시하고 그 함수는 분배비 실험데이

터에 기초한 parameter fitting 수법에 의해 구하고 있다.[6]
 
예를 들어

( )

( )NU

NNPu

NUPu

NNNU

NNH

CK

FCCK

CFKK

CCCK

CCK

9331.1336.3exp
000156.004.0

0074.055.020.0

011.04.17.3

0052.0135.0

4

78.1
3

225.1
64

3.79.357.1
6

44.382.0

+−=
+=

++⋅=

++=

+=

여기서 CN은 전체 NO3
-
농도, F는 free-TBP농도이다. 

  그런데 Richardson 식에서는 분배계수를 간단히 전체 NO3
-농도 CN의 함

수로 만 표시한 결과, 혼재하는 각종 이온들에 의해 변화되는 효과를 단지 

원자가 차만으로 반 하여 계의 성분수가 증가하고 염석 효과가 큰 Pu(III), 

U(IV)가 공존하는 경우, 분배 계수의 값은 실험의 그것과는 달라지게 된

다.[20] 각 용질 고유의 염석 효과를 엄 하게 각각의 분배계수 계산식에 반

하고 상기 각 성분(이온)의 KM의 계산식에 각각 고유의 CN 계산식을 도입

할 수 있으면 좋다. 그 식들은 실제로 널리 쓰이고 있다.[21]

  한편, 질산 이온 대신으로 염석 효과를 고찰할 때 쓰이는 이온강도에 의한 

표시법이 있다. 이 경우는 분배계수에 향을 미치는 각종 용질 고유의 염석 

효과를 이온 강도 혹은 활동도 계수에 포함시킨다. 전형적인 예로 러시아의 

무기재료 연구소의 Rozen의 결과를 보면 분배계수 이론식에 의해서 활동도 

계수 M을 이온강도 I의 함수로 표시한다. U(VI) 활동도 계수의 경우에는

ln U6 = -2.09I/(1+1.41I) + 0.251I + 0.0267I
2  3.29x10-3I3 + 1.18x10-4I4

여기에서 I는 실효 이온 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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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CH + 3CU6 + CPu4 + 3CPu6

가 된다. 또한 Np(VI)과 Pu(VI)의 활동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ΥNp6 = U6(1-9.8x10
-3
I),   ΥPu6 = U6(1-1.96x10

-2
I)

다음에 Pu(IV)에 대한 추출 평형상수(활동도계수로 표시) K는 

ln KPu4 = -4.96 + 13.3I
1/2
 - 10.8I + 4.85I

3/2
 - 0.718I

2
 + 2.57CU6

1.60

이고, 여기에서 I= CH+CPu4가 된다(이 계에서는 U(VI)은 없다고 가정). 또한

Np(IV)와 U(IV)에 대해서는 KNp4=KPu4로, U(VI)이 공존하면 KNp4=KPu4/4.5 

ln KU4 = KPu4(5+0.49I)
-1

이 된다. Pu(III)에 대해서는 활동도에 관한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 Nd(III)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다.

lnPu3 = -7.53I/(1+2.84I) + 0.391I + 0.0407I
2 + 5.57x10-4I4

  EXTRA‧M에서 채용하고 있는 분배계수 계산식은 이와 같은 복잡함을 없

애고 동시에 각종 용질의 염석 효과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경험식으

로 다음의 일반형을 사용한다. 질산의 분배계수 계산식은 

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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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xCP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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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질산 이외의 성분 M의 분배계수 계산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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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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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의 각종 파라미터들은 DIST 코드를 이용하여 분배계수의 실측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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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최적화 기법으로 구하 고 전체 NO3
-
농도인 CN은 다음과 같다.

CN = [H
+]+[Np(V)]+[Pu(V)]+[NH3OH

+]+[N2H5
+]+3[Pu(III)]

            +2([U(VI)]+[Pu(VI)]+[Np(VI)])+4([U(IV)]+[Pu(IV)]+[Np(IV)])

단위는 전부 mol 농도이다. 이와 같은 분배계수 계산식에는 온도 항이 들어

있지 않다.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온도 효과는 계(성분 농도)에 따라 극히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다. 

EXTRA‧M 코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세가지 코드로 나뉘어져 있고 

각 성분의 분배계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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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TRA‧M1의 분배계수 계산식

   EXTRA‧M1은 PUREX의 주성분인 U, Pu, 질산만의 거동을 

조사하기 위한 코드로 성분 수도 한정되어있다. 성분은 U(IV)-U(VI)-Pu(III) 

-Pu(IV)-HNO3-HNO2-HAN-Hydrazine을 고려한다. 식은 (2),(5),(8),(9) 및

      DHAN = Dhydrazine = 0         (10)

을 사용하고 또

      C3 = CPu3 + CNp5 + CPu5

      C4 = CPu4 + CNp4

      C6 = CU6 + CPu6 + CNp6

이며 이식들은 gram 농도로 표시된다.

         (나) EXTRA‧M2의 분배계수 계산식

   EXTRA‧M2는 상기 주요 원소뿐만 아니라 Np 거동을 해석하

기 위해 Np(IV)-Np(V)-Np(VI) 및 Pu(V)-Pu(VI)의 분배계수와 화학반응 데

이터가 추가되었다. 분배계수 계산식은 (1)∼(10)식 및 다음 식을 사용한다.

      DNp5 = DPu5 = 1x10
-2        (11)

         (다) EXTRA‧M3의 분배계수 계산식

   Tc 이외의 성분에 대한 분배계수 계산식은 M1과 동일한 식

을 사용한다. Tc의 경우 TBP에 의해 추출되는 것은 Tc(VII) 뿐이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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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가의 Tc의 분배계수는 작고 일정하다.

      DTc4 = 2x10
-3,   DTc5 = DTc6 = 1x10

-3              (12)

  Tc(VII)가 TBP에 의해 추출되는 경우, TBP와 U(VI), Pu(IV), Zr(IV)와의 

착화물에도 공추출되어 그 분배계수는 각각의 추출 분배의 합으로 표시된다.

            DTc4 = DTc4
0
 + DTc4

U6
 + DTc4

Pu4
 + DTc4

Zr4                 
(13)

여기에서 각각의 기여 분배비는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DTc4
0 = p1CN

p2(1+CN
p3+p4Czr4)

-1

      DTc4
U6
 = p5CU6a(1+p6CN

p7
)

      DTc4
Pu4 = p8CPu4a(1+p9CN

p10)

      DTc4
Zr4
 = p11Czr4aCN

p12

파라미터 p1∼p12는 마찬가지로 실험 데이터에서 구해지는 값이고 또

CN = [H
+] + 4{[U(VI)] + [Pu(IV)] + [Zr(IV)] + [Tc(VII)]}

이다. 한편 CU6a, CPu4a는 각각 유기상 중의 U(VI)와 Pu(IV)의 mol 농도를 나

타내며 (8)과 (2)식의 분배계수로부터 구한다.  CZr4a도 역시 유기상 농도이고 

다음 분배계수 계산식에서 구한다.

DZr4 = q1CN
q2CHNO3

q3CfrTBP
q4(1+k1CTC7CN

q5)(1+q6Czr4)
-1        (14)

  역시 파라미터들은 실험 데이터에서 구하고 k1은 Tc-Zr 반응속도 상수이

고 CN과 유기상의 free TBP 농도인 C
fr
TBP는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CN=[H
+]+[N2H5

+
]+[NH3OH

+]+2[U(VI)]+3[Pu(III)]+4{[U(IV)]+[Pu(IV)]

        +[Zr(IV)]} (몰농도)

C
fr
TBP = CTBP

0
  {CHa+2[CU6a+CU4a+CPu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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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계수 계산식 중 파라미터 값은 분배계수 실험 값의 데이터베이스인 

DISTEX 및 DISTEXFP를 기초로 DIST 코드에 의해 순서대로 구하 다.  

이상의 (1)∼(9)와 (13)식으로부터 각 성분의 분배계수를 계산한 예(질산농도 

의존성)을 Fig. 5-2∼4에 표시하 다.

         (라) 분배계수의 온도 의존성

   SEPHIS 등 다른 코드에서는 U(VI), V(IV), Pu(IV), HNO3 각 

분배계수(25
o
C)에 각각의 활성화 에너지에 근거한 온도 항, exp(Ej/R)(ΔT)를 

곱한다. 그리고 온도항의 상수 (Ej/R)에 다음 값을 사용하고 있다.

  U(VI): 2,500 K,  Pu(IV): -200 K,  U(IV): 500 K,  HNO3: 340 K

  그러나 실제로 각 성분의 분배계수의 온도 의존성을 조사해 보면 추출제 

농도, 질산농도나 다른 성분 농도에 의존하여 겉보기 활성화 에너지가 다르

고 양에서부터 음으로까지 변화한다. 그래서 SEPHIS 방식은 거의 신뢰할 

만 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은 각각의 온도에 대해 구

한 실험치를 사용하여 그 온도에 대응하는 분배계수 계산식 (파라미터 값에 

의한)을 도출하는 것이다.

EXTRA‧M에서는 이상의 결론에 기초하여 분배계수 계산식에 온도항을 

도입하고 계산치의 파라미터 값을 그 온도에 대응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방

법을 도입했다.(이러한 파라미터 값의 온도 의존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통일

된 식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３) Mixer 부에 대한 단 효율

     Mixer-settler형 추출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추출 단 효율은 높아 

약 0.9 전후로 예상된다. 앞에서 settler부의 화학반응에 효율을 도입하 는데 

mixer부에서는 액-액간의 물질이동과 화학반응이 모두 일어난다. 물질이동에 

대해 액-액 계면에서의 이동속도 개념을 도입하면 교반에 의해 생성되는 액

적경이 작아져서 초기의 물질이동 변화 속도가 극히 커지고 계산에 필요한 

시간 간격의 폭이 작아져 CPU 시간은 커지게 된다. 또한 수용상과 유기상 

각 상 내에서의 반응 효율은 교반 때문에 settler부 보다 증대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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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Calculated Distribution Ratios for U(IV), U(VI), Pu(IV), 

     Pu(VI), Np(IV), Np(VI) as a Function of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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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3. Calculated Distribution Ratios for HNO3, HNO2 and

        Pu(III) as a Function of CH.



- 340 -

Fig. 5-4. Calculated DTc7 as a Function of CH Showing the Effects 

of CTc7, CU6, CPu4 and CZ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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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M의 경우 mixer부에서는 분배 평형에 관한 효율만을 고려한다. 즉  

평형계에서의 분배계수를 D라 하면 그것에 대응하는 추출율 

Yo는 양쪽 상의 체적이 같다고 가정할 때

D
D

DXX
DX

XX
X

Y
amam

am

omam

om
o +

=
+

=
+

=
1

로 표시된다. 실제 계를 고려하여 효율을 도입하면 실제 추출율 Yo는

θ+=θ D
DYo 1

그 때의 겉보기 분배계수를 Dap라 하면,  

ap

ap

D

D

D
D

+
=θ

+ 11 DD
D

Dap θ−+
θ=

1

이 단 효율은 외부에서의 주입 액(예를 들어 고농도 U을 함유한 공급액)

이 들어오는 단을 고려할 때 좋으므로 각종 용액의 주입 단에서만 값을 입

력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그 외의 단에서는 전부 효율을 1로 한다. 분배계수

가 10인 계에서 예를 들면 단 효율이 0.95, 0.90, 0.80, 0.55, 0.50 이라면 겉보

기 분배계수는 각각 6.33, 4.5, 2.67, 1.0, 0.83이 된다.

       (４) 화학반응 속도식

        지금까지 개발된 계산 코드는 주로 U, Pu의 거동 해석과 계량관

리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최소한도의 화학반응만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SEPHIS에서는 3종, MIXSET에서는 5종의 반응식만을 취급한다. 그러

므로 Pu(V), Pu(VI)가 관여된 Pu의 복잡한 거동이나 최근 그 거동이 주목받

고 있는 Np, Tc의 공정 내 분포 해석은 나오지 않는다. 반면에 EXTRA‧M 

코드에서는 상기 전체 핵종이 관여하는 많은 화학반응(산화/환원, 불균등화, 

방사선 화학 등의 반응)의 속도식을 도입하고 있다.

         (가) 수용상 반응

① EXTRA‧M1의 화학반응과 속도식은

   2Pu(IV)+U(IV)+2H2O → 2Pu(III)+U(VI)+4H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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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1

05.0+

⋅=
+H

IVUIVPu
kv

       Pu(IV)+2NH3OH
+ → 2Pu(III)+4H++N2+2H2O (16)

( )[ ] [ ]
( )[ ] [ ] ( )242

2
3

2

2
33.0)

)(

+⋅⋅

⋅
=

+

+

NCHIIIPu

OHNHIVPu
kv

       2Pu(IV)+2N2H5
+→ 2Pu(III)+2NH4

++N2+2H
+ (17)

( )[ ] [ ]
[ ] 35.0

52
3 +

⋅
= +

+

H
HNIVPu

kv

       3Pu(III)+4H
+
+NO3

-→ 3Pu(IV)+NO+2H2O (18)

( )[ ] [ ] [ ] 4.05.05.0
24 NCHHNOIIIPukv ⋅⋅⋅⋅= +

       2HNO2+N2H5
+
→ N2O+N2+3H2O+H

+ (19)

[ ] [ ] [ ]++ ⋅⋅⋅= HHNHNOkv 5225

       NO3
-  ^^ → HNO2 (단 settler부에서만 일어남) (20)

17kv =

 
       HNO2 → H

+ (단 settler부에서만 일어남) (21)
[ ]218 HNOkv ⋅=

       HNO2+NH3OH
+ → N2O+2H2O+H

+ (22)

         [ ] [ ] [ ]++ ⋅⋅⋅= HOHNHHNOkv 3227

          ② EXTRA‧M2의 화학반응과 속도식

EXTRA‧M2에는 EXTRA‧M1의 (15)∼(22)식 및 다음의 화학

반응 및 그 속도식이 반 되어 있다.

       Np(VI)+Np(IV)+2H2O → 2Np(V)+4H
+                  

(23)  
( )[ ] ( )[ ] ( )NCVINpIVNpkv ⋅+⋅⋅⋅= 5.1216.26

       Pu(IV)+Np(IV)+2H2O → Pu(III)+Np(V)+4H
+        (24)

( )[ ] ( )[ ] [ ] 4
7

−+⋅⋅⋅= HIVPuIVNpkv

       2Np(VI)+2N2H5
+ 
→ 2Np(V)+N2+2H

+
+2NH4

+
       (25)

( )[ ] [ ] [ ] 3.1
528

−++ ⋅⋅⋅= HHNVINpkv

       2Np(VI)+U(IV)+2H2O → 2Np(V)+U(VI)+4H
+            (26)

( )[ ] ( )[ ]IVUVINpkv ⋅⋅= 9



- 343 -

       2Np(V)+U(IV)+4H
+
 → 2Np(IV)+U(VI)+2H2O        (27)

( )[ ] ( )[ ] [ ] [ ]( )+−+ +⋅⋅⋅= HHIVUVNpkv 42.16.1 2
10

       2Np(VI)+2NH3OH
+
 → 2Np(V)+4H

+
+N2+2H2O             (28)

( )[ ] [ ] [ ] 1
311

−++ ⋅⋅⋅= HOHNHVINpkv

       Pu(V)+Pu(IV) → Pu(VI)+Pu(III)                        (29)

( )[ ] ( )[ ] [ ] [ ]( )054.012 +⋅⋅⋅⋅= ++ HHIVPuVPukv

       Pu(V)+Pu(III)+4H+ → 2Pu(IV)+2H2O                    (30)

( )[ ] ( )[ ] [ ]+⋅⋅⋅= HIIIPuVPukv 13

       Pu(VI)+Pu(III) → Pu(V)+Pu(IV)                        (31)
( )[ ] ( )[ ]IIIPuVIPukv ⋅⋅= 15

       2Pu(V)+3H
+
+NO3

- → 2Pu(VI)+HNO2+H2O               (32)

( )[ ] [ ] [ ] 6.04.05.0
216

+⋅⋅⋅⋅= HCHNOVPukv N

       2Np(V)+4H+ → Np(VI)+Np(IV)+2H2O                   (33)

( )[ ] [ ]22
19

+⋅⋅= HVPukv

       2Np(V)+3H++NO3
-
 → 2Np(VI)+HNO2+H2O               (34)

[ ] ( )[ ] ( )[ ] [ ]( ) 1
2

23.1
20 1 −+ +⋅⋅⋅⋅= HNOVNpVNpCHkv N

       2Np(IV)+NO3
-+3H2O → 2Np(V)+HNO2+5H

+             (35)

( )[ ] ( )[ ] [ ] 5.0
221

−⋅⋅⋅= HNOVNpIVNpkv

       Pu(III)+Np(VI) →  Pu(IV)+Np(V)                      (36)

( )[ ] ( )[ ] [ ]( )1
22 1862130 −++⋅⋅⋅= HVINpIIIPukv

       Pu(III)+Np(V)+4H+ → Pu(IV)+Np(IV)+2H2O             (37)

( )[ ] ( )[ ] [ ] 3.1
23

−+⋅⋅⋅= HIIIPuVNpkv

       2Pu(VI)+2N2H5
+
 → 2Pu(V)+2NH4

+
+N2+2H

+
              (38)

( )[ ] [ ] [ ] 1
5224

−++ ⋅⋅⋅= HHNVIPukv

       2Pu(IV)+2H2O → Pu(V)+Pu(III)+4H
+                    (39)

( )[ ] [ ] 2.254.02
25

−+⋅⋅⋅= HCIVPukv N

       2Pu(V)+4H
+
 → Pu(VI)+Pu(IV)+2H2O        (40)

( )[ ] [ ]+⋅⋅= HVPukv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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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Pu(VI)+HNO2+H2O → 2Pu(V)+3H
+
+NO3

-
              (41)

( )[ ] [ ] [ ] 1
214

−+⋅⋅⋅= HHNOVIPukv

       2Pu(VI)+2NH3OH
+ → 2Pu(V)+4H++N2+2H2O             (42)

( )[ ] [ ] [ ] 1
328

−++ ⋅⋅⋅= HOHNHVIPukv

       2Pu(V)+2NH3OH
+
+2H

+ 
→  2Pu(III)+N2O+5H2O           (43)

( )[ ] [ ]+⋅⋅= OHNHVPukv 329

       2Pu(VI)+U(IV)+2H2O → 2Pu(V)+U(VI)+4H
+             (44)

( )[ ] ( )[ ] [ ] 2.1
30

−+⋅⋅⋅= HIVUVIPukv

          ③ EXTRA‧M2의 화학반응과 속도식

             EXTRA‧M3에는 EXTRA‧M1의 (15)∼(22)식 및 다음의 화학

반응 및 그 속도식이 반 되어 있다.

       Tc(VII)+N2H5
+
 → Tc(VI)+products                      (45)

( )[ ] [ ]+⋅⋅= 5231 HNVIITckv

       Tc(VI)+ N2H5
+ → Tc(IV)+products                    (46)

( )[ ] [ ]+⋅⋅= 5232 HNVITckv

       Tc(V)+ N2H5
+
 → Tc(IV)+products                    (47)

( )[ ] [ ]+⋅⋅= 5233 HNVTckv

       Tc(IV)+NO3
- → Tc(V)+NO2

-                          (48)
( )[ ] NCIVTckv ⋅⋅= 34

       Tc(V)+NO3
-
 → Tc(VII)+NO2

-
                         (49)

( )[ ] NCVTckv ⋅⋅= 35

       Tc(VI)+NO3
-
 → Tc(VII)+NO2

-
                         (50)

( )[ ] NCVITckv ⋅⋅= 36

       Tc(IV)+Tc(VII) → Tc(V)+Tc(VI)                       (51)
( )[ ] ( )[ ]VIITcIVTckv ⋅⋅= 37

       Tc(VII)+3Pu(III)+4H
+
→ Tc(IV)+3Pu(IV)+2H2             (52)

( )[ ] ( )[ ] [ ]4
38

+⋅⋅⋅= HVIITcIIIPu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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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Tc(VII)+3U(IV) → 2Tc(IV)+3U(VI)                    (53)

( )[ ] ( )[ ] [ ]2
39

+⋅⋅⋅= HVIITcIVUkv

       Tc(VII)+NH3OH
-
 → Tc(V)+products                   (54)

7
40 10−== kv

         (나) 유기상 반응

① EXTRA‧M1의 화학반응과 속도식

       2Pu(IV)+U(IV)+2H2O → 2Pu(III)+U(VI)+4H
+
            (55)

( )[ ] ( )[ ]
[ ]( )2

'
1

05.0+
⋅=

+H

IVUIVPu
kv

       2Pu(III)+2HNO3 → 2Pu(IV)+HNO2 (단 settler부 만)     (56)

[ ]{ } ( )[ ] [ ]2
'
4 22.528.7exp HNOIIIPuHkv ⋅⋅+= +

       2HNO2+(N2H5
+)aq → N2O+N2+3H2O+H

+  (단 mixer부 만) (57)

[ ][ ] [ ] 3.12.0
522

'
5 aqaq HHNHNOkv ++ ⋅=

  상기 세 식에서 [M]은 모두 성분 M의 유기상 내 농도이고 아래 첨자 aq

는 수용상 농도를 표시한다. 이것은 mixer 내에서의 수용상-유기상 간의 계

면 반응을 모사하는 것으로 그 반응의 결과 수용상 중의 hydrazine, 유기상

중의 아질산이 소비된다.

          ② EXTRA‧M2의 화학반응과 속도식

             EXTRA‧M2에서는 상기 M1의 속도식 3개에 다음 5개의 식이 

부가된다. 그 외 반응 중에서 유기상 내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알려졌지만 

아직 속도식이 판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29, 30, 32, 33, 37, 

41, 44식) 수용상과 같은 형태의 속도식을 도입한다.

Np(VI)+Np(IV)+2H2O → 2Np(V)+4H
+              (58)

( )[ ] ( )[ ] ( )NCVINpIVNpkv 5.1216.2'
6 +⋅⋅=

2Np(VI)+U(IV)+2H2O → 2Np(V)+U(VI)+4H
+            (59)

( )[ ] ( )[ ]IVUVINpkv ⋅= '
9

2Pu(VI)+HNO2+H2O → 2Pu(V)+3H
+
+NO3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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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H
HNOIVPu

kv 2'
14

2Np(V)+4H+ → Np(VI)+Np(IV)+2H2O                   (61)

( )[ ] [ ]22'
19

+⋅= HVNpkv

2Np(V)+3H
+
+NO3

-
 → 2Np(VI)+HNO2+H2O              (62)

[ ] [ ] ( )[ ]
[ ] ( )[ ]VNpHNO

VNpHNO
CHkv N +

⋅⋅⋅= +

2

223.1'
20

          ③ EXTRA‧M3의 화학반응과 속도식

EXTRA‧M3에는 상기 M1의 속도식 3개만 반 된다. 각 반응

의 속도상수 kj와 활성화 에너지 Ej의 값은 Table 5-1에 표시하 다.

Table 5-1. Activation energy and rate constants

반응식 kj(mol‧min) Ej(kJ/mol)

15 5,000 104

16 0.732 130

17 0.038 93

18 M : 6.25, S : 0.70 35,  60.7

19 30,000 36

20 2.5 103

21 70 145

22 8.3 70.3

23 7

24 2.25 40.2

25 92.1 82

26 250 59

27 37 43

28 7.9 111

29 276 23

30 7.15 92

31 M : 0,   S : 1x 10
-5

32 M : 0,  S : 2x10
-4

33 8x10
-4

68.7

34 9x10
-4

62.8

35 4.8x10
-4

105

36 1.0 17.2

37 0.0598 85

38 0.314 67.4

39 1.65x10
-3

105

40 0.34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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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kj(mol‧min) Ej(kJ/mol)

41 436 48.1

42 0.153 93

43 0.0664 73

44 372 80

45 6.6x10
-5

50

46 2.5 50

47 2.5 50

48 0.1 50

49 3.3x10
-2

50

50 6.6x10
-3

50

51 33 50

52 7.82x10
-4

29.7

53 1.39±0.061 76.6

54 1.0x10
-7

50

55 50

56 M : 0,   S : 0.5

57 M : 250,  S : 0 79.5

58 2x10
-4

96

59 7

60 7.5

62 1 63

         (다) 화학반응의 효율

   Settler부 (각실)에서는 완전혼합을 가정하여 농도를 계산하고 

있으나 실제에는 교반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반응의 진행이 눈에 띄

게 저하되는 것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EXTRA‧M 코드에서는 앞에서 서술

한 바와 같이 settler에 대한 반응 효율을 지정하여 이것을 모사한다.

       (５) Reflux mode의 계산

     실제 재처리 공정에서는  Pu의 product 액 중 농도를 증대 시킬 

목적으로 product 액의 일부를 앞 추출단의 feed로 recycle 시키는 reflux 운

전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product 류의 x %를 recycle한다면 product 액으

로 나가는 유량은 (100-x)/100배로 감소한다. 그 결과 product 액 중의 성분

농도 (Pu등)는 100/(100-x)배 증대된다.

  ① EXTRA‧M 코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reflux mode로 공정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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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용상 배출류 만을 같은 뱅크, 또는 바로 앞 뱅크로 recycle 시키는 것

이 가능하다. 뒤쪽 뱅크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Reflux는 일정 비율로 하고 계산 도중 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④ Recycle 흐름은 공급액 주입단에 동시에 주입할 수 없다.

       (６) 추출기 내 온도

      추출 공정에 있어 각 뱅크, 각 단의 온도를 열량수지 계산에 의

해 구하면 주변온도, 유체의 비열, 열전달 계수, 추출 반응열, 화학 반응열 

등 많은 물성치가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값의 오차나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

게 된다. EXTRA‧M 코드에서는 계산의 간소화를 고려하여 입력 카드에 의

해 각 뱅크의 온도를 지정한다.

       (７) 농도단위

     용액 중의 용질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체적 몰농도(molarity, 

mol/l 용액)와 중량 몰농도(molarity : mol/kg 용매)가 있다. 보통 수용상, 유

기상에 용질이 녹아 듬에 따라 체적 확장이 일어난다. 특히 TBP계 유기상은 

U 이외에 물과 질산도 같이 추출되므로 추출시의 체적 변화는 최대 약 4%

나 된다. 그 결과 물질 수지식에 체적 몰농도를 사용하면 실제와 차이가 생

긴다. 이러한 현실과의 차이를 피하기 위해 중량 몰농도를 사용한다. 반면에 

화학 반응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체적 몰농도를 사용한다. 따라서 중량 몰

농도 옵션을 취한 경우 도중에 단위변환을 해서 속도 계산을 한다. 여기에서 

중량 몰농도로 계산할 때는 용액의 도 값이 필요하게 되는 데 현재 알고 

있는 도 계산식은 정확도가 만족할 만하지 못해 반복 사용된 계산 결과에

는 비교적 큰 오차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현재는 체적 몰농도와 중량 몰농도

의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지 명확하게 판정하기 힘들다. EXTRA‧

M 코드에서는 입력시 어떤 단위를 사용할 것인지 지정한다.

   3.  결 언

   SEPHIS 계열의 코드는 4번에 걸친 성능 개선으로 MOD4까지 발표되

어 있으나 MOD4는 미국 내에서만 공개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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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기 때문에 MOD3를 기초로 PUBG 와 거의 같은 정확도를 갖도록 일본

에서 개발된 SEPHIS-J가 가장 진보된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계량관리를 목적으로 용매 추출기의 운전 중 재고량 산정을 하기 위해 개

발된 SEPHIS-J는 다른 코드와 비교할 때 정확도가 높고 계산시간이 빠른 

것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시설에 있는 소형 컴퓨터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 코드로 SRP의 실측 데이터와 비교 검증을 해본 결과, 추출기내의 

총 우라늄 재고량에서는 물질전달 효율을 조정하여 실측치와 일치하는 결과

를 얻었으나 각 단의 농도분포는 실측치를 재현하지 못하 다. 이것은 다른 

코드에서 마찬가지인 공통현상으로 이것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더 많은 실험데이터가 필요하다.

  최근에 개발된 EXTRA‧M 코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델의 주요 개념과 

수식화 한 내용에 대해 조사하 다. 이 코드에서 사용한 평형 추출기 모델에

서는 해석 대상인 추출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따라 해당 성분의 분배 평형

식 및 화학반응 속도식을 선정하 다. 따라서 이런 선정의 적절성과 각각의 

수식의 정확도가 모델의 성능과 신뢰성을 결정하게 된다. 기존의 다른 코드

에 비해 EXTRA‧M 코드 시스템은 이러한 분배 평형식과 화학반응식의 양

면에서 대상 성분 수와 화학반응 수를 비약적으로 확대하 고 그 결과 해석 

범위와 정 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이에 따라 계산시간이 길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계산시간을 좌우하고 있는 것은 두세 개의 빠른 화학반응으로 이것

들이 계산 시에 단위시간 폭을 축소하여 계산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검증결

과, 현상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Tc와 Np에 대해서는 

검증용 공정실험이 부족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공정모델에 관해서는 어느 것이나 충분히 만족할 만한 코드이

나 정확도와 신뢰성의 측면에서는 보다 정확한 분배데이터와 화학반응 현상

의 수식화가 필요하다. 군분리 공정에서의 적용성 측면에서도 기존의 코드들

이 사용하고 있는 mixer-settler 모델을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며 단

지 군분리 공정계에서 적용되는 핵종들의 분배 및 반응 평형 데이터의 수집 

및 이의 수식화가 관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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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군분리 시험용 차폐셀 개조

    1. 서 언 

       현재까지 수행된 군분리 공정개발 연구는 주로 tracer 규모의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여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방사능 물질이 공정의 분리효율 및 

공정장치 등에 미치는 향을 보다 세 하게 확인,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는 방사선원 보다는 높은 준위의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물질을 취급하기 위한 α-γ type의 차

폐셀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독립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인력, 오랜 공사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독립시설

의 확보보다는 기존 차폐시설의 일부를 할애하여 시설을 개조 활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동위원소 생산시설(RIPF) 내 bank 2에 설

치된 γ type의 납 차폐셀 중 2기(C14, C15 : Table 6-1 참조)를 사용하기로 

하고 현재 설치된 차폐셀의 차폐능을 고려하여 군분리 방사성 시험을 위한 

용도에 부합되도록 관련 설계기준에 따라 개조 설계를 수행하 으며, 설계 

내용에 따라 납 차폐셀을 개조하기 위한 제작물을 제작하고 설치하 다.

Table 6-1. Service of existing lead cell(C14, C15) in bank 2.

 Cell No. 기존 용도 군분리 용도      비 고

   C14
소 독

(Mo-99, 60 Ci)

군분리 시험

(시료 용액 제조)
동위원소

생산시설

Bank 2   C15
 Lavelled comp.

(Tc-99m)

군분리 시험

(단위공정 시험)

    2. 군분리 방사성 시험 내용

       개조되는 C14 & C15 차폐셀 내에서 수행되는 군분리 방사성 시험은 

차폐셀의 납 차폐체의 차폐능의 제약으로 실폐액 수준의 방사성 물질의 취

급은 불가능하여 동위원소를 이용한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가. 방사성 폐액의 산화/환원 및 TBP에 의한 추출

        방사성 폐액의 산화/환원 및 TBP에 의한 U, Np, Tc 추출 분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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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방사성 핵종의 확산방지 측면과 공정을 보다 단순화시키기 위한 공정 개

선 차원에서 Np, Tc을 방사성 폐액 내 미량 존재하고 있는 U과 공추출하여 

이를 선택적으로 역추출 시키는 것이다. Np의 경우 화학적 산화법과 전기화

학적 산화법에 의해 TBP에 추출능이 좋은 산화가 상태 Ⅵ가로 산화하며, 

Tc의 경우는 미량의 U이 함유될 때는 공존하고 있는 U과 Zr이 Tc의 추출

율을 상승시킨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수행한다.

     나. DEHPA에 의한 MA/RE 상호분리

        DEHPA에 의한 MA/RE 상호분리 시험은 산도 조정과 H2O2에 의해 

Np의 환원과정을 거친 용액 즉, 0.1M의 질산용액을 대상으로, 용액 내에 함

유되어 있는 MA 및 MA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RE를 상호분리 하는 것이

다. 우선 MA와 RE를 함께 추출하는 공추출 단계와 Am, RE, Np를 각각 선

택적으로 분리하는 역추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역추출제로는 Am의 경우 

DTPA와 lactic acid의 혼합용액, RE는 HNO3 용액, Np은 H2C2O4를 각각 이

용하며, 상온에서 수행한다.

     다. Picolinamide 추출 및 역추출

        Picolinamide 추출 및 역추출 시험은 대체 공정개발 및 Am/RE의 

분리 효율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Np를 제외한 Am과 RE

가 함유된 방사성 폐액을 대상으로 Am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우

선 유기상에 Am을 기타 RE를 수용상에 분리하는 추출 단계와 유기상에 부

하(loading)된 Am을 역추출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상온에서 수행한다.

     라. 크로마토그라피법에 의한 정제

        Am/RE가 상호분리되어 생성되는 Am 생성물에 미량의 RE(Eu 등)

가 함유되어 있어 이를 순도가 높은 Am으로 정제하기 위한 것으로, 유기 이

온교환체에 의한 흡착/용리법 또는 유기 이온교환체에 유기용매 함침한 후 

이를 용매추출/용리하는 방법으로 상온에서 수행한다.

    3. 설계 기준

     가. 차폐 기준

       (1) 기준 방사선원

          군분리 시험용 납 차폐셀 및 폐액저장조 차폐설계를 위한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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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선원은 Table 6-2와 같으며, 이들 방사선원으로부터 방출되는 γ선의 

에너지 스펙트럼은 Table 6-3과 같다.

Table 6-2. Design basis of radionucleides for shield calculation.

핵  종  설계 기준선원, Ci  군분리 시험선원, Ci(g)   비 고

    Am-241          2      1     (0.289)

    Np-237        0.001      0.0006 (0.782)

    Tc-99        0.005      0.0025 (1.485)

    Cs-137        0.16            -

    Sr-90       16            -

    Eu-152        0.04      0.02  (0.00012)

    Cm-244        5.66            -

      계       23.866      1.0431

  

 

Table 6-3. γ-energy spectrum of radionucleides. 

Energy (MeV) Photons/sec      비  고

1.396 3.664 E+08

1.048 6.102 E+08

0.783 2.979 E+08

0.604 2.837 E+07

0.438 8.869 E+07

0.352 4.065 E+08

0.245 1.172 E+08

0.202 1.371 E+05

0.158 6.335 E+05

0.117 4.213 E+08

TOTAL 2.337 E+09

       (2) 차폐계산 방법

       군분리 시험용 납 차폐셀의 방사선 차폐계산에는 기존 차폐시설

의 차폐계산에 사용된 QAD-CG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차폐계산에 고려

되는 선원은 γ-선으로서, 차폐선의 형태 및 선원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가장 보수적인 등방점선원 점커널 방법을 사용하고, 폐액 저장조와 같이 선

원의 크기가 큰 경우 저장용기의 부피를 고려한 부피선원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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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γ-선 계산에서 QAD code는 point-kernel의 방법을 사용하고, 분포선원의 

경우 point-kernel은 각각의 선원에너지를 선원부피로 적분하고, 단위부피 당 

에너지 E의 선량 S를 방출하는 등방점선원의 γ-선 선량비를 식으로 표현하

면 식(1)과 같다.

 D( r )= k
⌠
⌡V
 
S ( r') B(μ∣r - r'∣,E) exp (-μ∣r- r'∣)

4π∣r - r'∣
2 dv           (1)

      여기서 r : r선 선량비가 계산되어지는 점

        r' : 부피 V안에 선원의 위치

     μ  : 에너지 E의 총 감쇠계수

∣r- r'∣: γ선 강도가 계산되어지는 점과 선원과의 거리

B(μ∣ r - r'∣,E) : 선량 축적계수

     k   : 변환계수 (flux-to-dose rate)

   또한 높은 원자번호에 대한 선량 축적계수는 식(2), 그리고 낮은 원자번

호에 대한 선량 축적계수는 식(3)과 같다. 여기서 Cij 는 확산계수이다.

B(μ∣r - r'∣,E)= ∑
j= 4

j=0
 ∑
i= 3

i=0
 Cij(μ∣r - r'∣

i
(E)

j

                   (2)

B(μ∣r - r'∣,E)= ∑
j= 4

j=0
 ∑
i= 3

i=0
 Cij(μ∣r - r'∣

i (
1
E
) j                  (3)

  

       (3) 적용 규격 및 표준

          납 차폐체의 설계, 제작 및 검사와 시험에 적용되는 규격 및 표준

은 다음과 같으며, 가능한 기존 시설에 적용된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 다.

  - ANSI B31.1 : Power Piping

  - ANSI N512 : Protective coating(paints) for the nuclear industry

  - API Standard 650 : Welded steel tanks for oil storage

  - ASTM B29 : Standard specification for lead pig

  - ASTM A36 : Structural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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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TM A193 : Alloy steel and stainless steel bolting material for 

                   high temperature service

  - ASTM A240 : Heat resisting chromium-nickel steel plate, sheet and

                   strip for pressure vessel

  - ASTM A480 : Flat-rolled stainless and heat-resisting steel plate,

                   sheet strip

  - AISC : Specification for the design, fabrication and erection of 

            structural steel for building

  - AWS D1.1 : Structural welding

  - AWS A5.4 : Corrosion-resisting chromium and chromium-nickel

                 steel welding electrode

  - AWS A5.4 : Corrosion-resisting chromium and chromium-nickel

                 bare and composition metal cored and standard arc 

                 welding electrode and welding rod

  - AWS A5.22 : Flux cored corrosion-resisting chromium and chromium 

                  -nickel steel electrode

       (4) γ-선 차폐기준

   납 차폐셀의 차폐설계 기준은 기존 동위원소 시설과 동일하게 운

전구역(7000구역)에서는 1mrem/hr, 작업구역(8000구역)에서는 15mrem/hr를 

적용하며, 납 차폐체 벽면과 천정에서의 기준선량은 1mrem/hr 이하, 바닥면

에서의 기준선량은 15mrem/hr 이하로 기준 하 고, 차폐셀 내 선원의 위치

는 내벽으로부터 30cm, 바닥면은 바로 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기준 하 다.  

또한 감마선 차폐는 강판 케이싱에 납을 채운 납판을 사용하며, 도는 납의 

경우 11 g/cm
3, 스틸 강판의 경우는 7.85 g/cm3를 기준 하 다. 그리고 차폐

셀의 관통 부위는 방사선이 틈새로 새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텝

을 두어 보강 차폐체를 최소화 하 다. 차폐 보강이 불가능한 관통 부위는 

관통 단면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그 위치를 상부에 두어 작업자의 직접 피

폭을 방지하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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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  유지 요건

           현재 설치된 C14, C15 차폐셀은 γ-cell로 설계되어 설치되었으나, 

군분리 시험에서는 α 핵종을 취급하게되며, 이는 차폐셀의 당초 설계기준 

방사선원인 Mo-99의 독성지수(ALI 기준, Mo-99: 5×107, Tc-99m: 2×10
9
) 

보다 독성지수가 높은 원소들(ALI 기준, Am-241: 300, Np-237: 300)을 군분

리 시험에서 취급하게되어 차폐셀 내의 기 성 유지 보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stainless steel lining box와 연결 부위의 sealing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차폐셀 기  유지를 위한 설계기준은 50mmAq에서 환기설계 기준량

의 1 %/min 이하의 leak rate를 유지하도록 하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

항들을 설계에 반 하 다.

  ① 납셀 내부에 SUS liner box를 설치하여 차폐셀 내 기 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납셀 내부는 항상 부압을 유지하고 모든 개구부에는 seal을 

설치하여 내부의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차폐창의 

frame 및 MSM(master slave manipulator)과 차폐벽과 연결 부위에는 내방

사선 sealant를 이용하여 기존 보다 기 유지가 강화되도록 한다. ④ 출입도

어(maintenance door)는 내부에 dust barrier를 추가로 설치하여 기  유지가 

보강되도록 하 으며, 도어를 개방할 때는 납셀 내부를 완전히 제염하고, 부

압이 걸린 상태에서 개방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⑤ 전구 교체, 필터 

교체 및 시편 용기 등의 반출입 시 셀 내부의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누출되

지 않도록 한다. ⑥ 방사성 폐액을 셀 하부의 저장용기로 방출할 경우에도 

완전하게 기 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⑦ 각종 conduit들 

역시 sealing이 이루어져야 하며, receptacles는 습식 공정에 적합한 weather 

proof type을 사용한다. ⑧ 셀 내부에는 원격조정기로 컨트롤 및 교체가 불

가능한 기기의 설치를 가능한 배제한다.

     나. 환기설비

         차폐셀의 환기설비는 실내에 적정한 부압을 형성하여 주는 설비로

써 방사성 입자나 기체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하고 납 차폐셀 내의 정상 운전 

시 또는 사고로 인한 비정상 운전 시에도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여 환경의 방사능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 으며,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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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폐셀이 γ type의 차폐셀로서 군분리 시험용으로 사용되는 본 차폐셀

과의 cross contaminat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 설비를 독립적으로 운전

하도록 설계되었다.

       (1) 방사능 구역의 환기

           방사능 구역에서는 항상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을 유지하여 방

사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방사능 오염정도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여 오염도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낮은 지역으로 공기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내 오염이 심한 지역을 낮은 압력으로 유지한다.

       (2) 환기 기준

           기존 동위원소 생산시설의 납 차폐셀은 γ셀이나, 개조되는 군분

리 시험용 납셀(C14, C15)은 α-γ셀이며, 실제 용액 상태의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게 되어 α 방사성 입자의 누출 위험은 없으나 화재 등의 사고 시에 

대비하여 방사성 물질의 누출이 되지 않도록 Table 6-4에 표기된 내용 가운

데 보완 설계기준을 적용하 다.

 

Table 6-4. Design basis for ventilation system.

항   목 기존 설계기준 보완 설계기준 비   고

환기 방법 One-through One-through

환기 횟수 10회/hr 20회/hr 정상운전

선 속 도 0.5 m/s 0.75 m/s 출입문 개구면

Filter Bank

급기 : LOW+

       HEPA필터

배기 : LOW필터

급기 : LOW+

       HEPA필터

배기 : LOW+HEPA+

       Charcoal필터

배기 filter는 1차, 2

차로 구성 되며 1차 

필터는 셀 내에 설치

된다.

셀내의 압력 -25 mmAq 이하 -25 mmAq 이하

소  음 60 dBA 60 dBA

기  타 γcell α-γcell

    4. 차폐 셀 개조 

     가. 기존 시설 현황

       (1) 납 차폐셀

           군분리 시험용 납 차폐셀은 Fig. 6-1에 표기된 것과 같이 동위원

소 생산시설 내 1층 bank 2에 설치된 11기(C5∼C15)의 납 차폐셀 중 2기(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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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 Location of lead hot cell(C14 & C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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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C15)의 납 차폐셀을 사용하게 된다. 현재 설치된 납 차폐셀은 γ type의 

차폐셀이며, MSM와 납유리 차폐창이 각 차페셀마다 설치되어 있다. 차폐셀 

내부는 스텐레스 강으로 제작된 liner box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틸리티 공급

을 위한 배관 및 배선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차폐셀에 부착된 각종 기기들이 

어느 정도 기 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 있다. 그리고 각 납 차폐

셀의 크기 및 납 판넬 두께는 Table 6-5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Table 6-5. Size of existing lead cell(C14, C15) in bank 2.

차폐셀
차폐셀 내부 크기(mm) 납 판넬의 두께(mm)

길이(L) 폭(W) 높이(H) 정면 뒷면 옆면 천정 바닥 셀간벽

C14 1,600 1,300 1,500 150 150 100 150 100 100

C15 1,600 1,400 1,500 100 100 100 100 100 100

 

         (가) 납 판넬

             납 판넬은 10mm 두께의 강판 케이싱(steel casing)과 납 판으

로 구성되며, 납의 기계적 특성을 위해 3%의 안티모니(Sb)를 혼합한 ASTM 

B29를 사용했다.

         (나) 지지 철구조물(supporting structure)

             납 판넬을 지지하는 철구조물은 25mm의 철판(ASTM A36)과 

이를 지지하는 다리로 구성되며, 이 지지 다리는 1층의 바닥 콘크리트에 묻

혀있는 anchor bolt로 고정된다.

         (다) Liner box

             차폐셀 내 liner box는 납 판넬 내에 설치되는 스텐레스 강 

box로서 차폐창, 원격조정기 등을 위한 관통부를 갖는다. 관통부들은 오염방

지판, 가스킷, O-링 등으로 폐되어 있다. 재질은 SUS 304이고, 두께는 

5mm 이다.

         (라) 차폐창

             차폐창은 각 차폐셀에 1개씩 설치되었고, 차폐셀 내에서 방출

되는 최대 방사선량율이 1×10
-5Sv/hr 이하가 되도록 제작되었다. 형식은 건

식, 광투과율은 50 % 이상, 제작사는 British Shielding Window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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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원격조작기 (master-slave manipulator)

             원격조작기는 각 차폐셀에 1 set(2기)씩 설치되어 있다. 용량은 

8 kg, 설치 높이는 2,160mm, 제작사는 Central Research Lab. 이다.

         (바) 출입도어(maintenance door)

              각 차폐셀 뒷면에는 1개의 유지,보수용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

다. 크기는 800 mm(W)x950 mm(H)이고, 차폐체는 납으로 두께는 각 차폐셀

의 뒷면의 두께와 동일하다. 그리고 이의 구동 방법은 수동이다.

         (아) 기타 시설 : 각 차폐셀은 다음과 같은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 전면에 시약류 투입구 4개 (1/2")

             - 뒷면에 compressed air 공급배관 1개 (3/8")

             - 뒷면에 service water 공급배관 1개 (3/8")

             - 뒷면에 service water return 배관 1개 (3/8")

             - 뒷면에 유틸리티 future용 배관 1개 (3/8")

             - 천정에 소화설비용 배관 1개 (1/2")

             - 셀내의 전원콘센트

        ․ 110VAC, 60Hz : 4개

        ․ 220VAC, 1 phase, 60Hz : 3개

             - 천정에 lighting plug 3개

        ․ 400W 나트륨등 2개

        ․ 300W 백열등 1개 (Class Ⅲ 전원)

             - 전면 우측하단에 access port 1개 (100mm(L)×100mm(H))

             - 천정에 entry port plug 2개 (φ120mm)

             - In-cell filter 앞바닥과 전면사이에 cable penetration(2") 1개

             - 전면 우측상부에 셀 안과 밖의 압력측정 게이지(PDIS) 1개

             - 전면에 인입 필터 압력측정 게이지(PDI) 1개

             - 전면에 수동/자동 소화설비 1개

       (2) 기존 환기설비

         (가) 계통 구성

              차폐셀 운전지역에서 차폐셀 작업구역으로 이동된 공기는 각 

차폐셀 상부에 설치된 MOD 및 HEPA 필터를 거쳐 차폐셀 내로 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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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셀 내로 인입된 공기는 차폐셀 내에 설치된 Low 필터를 통하여 배기 

덕트를 거쳐 지하층에 설치된 배기 설비로 연결된다. 기존 납셀 11기(C5∼

C15)의 배기 덕트는 지하층에서 한개의 덕트로 연결되어 2차 필터 bank 

(G223, G224)를 거쳐 배기 송풍기(F057, F058)로 연결되어 있다. 배기 송풍

기에 의해 가압된 공기는 배기 chamber를 거쳐 기존의 차폐셀 배기 닥트 및 

굴뚝을 통하여 외부로 방출된다. 

         (나) 주요 기기 

            - Low filter(LOW)

       ․정 압 : 초기 10 mmWG/말기 25 mmWG

       ․효 율 : 25∼30% (ASHRAE stain test)

            - Moderate filter(MOD)

       ․정 압  : 초기 10 mmWG/말기 25 mmWG

       ․효 율  : 50∼55% (ASHRAE stain test)

            -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HEPA) : 

              HEPA 필터는 0.3㎛ 미립자에 대하여 최소 99.97% 제거효율

              을 가지며, 불연성 재질로 제작되었다.

            - Charcoal filter(CHAR) : 

              Charcoal 필터는 24℃에서 최소 99.95%의 I-131 제거 효율과 

              25℃에서 최소 98%의 메틸 I-131 제거효율을 가지며, 70%의 

              상대습도 이하로 유지된다.

            - 배기 송풍기

              ․Type  : Turbo fan

       ․풍 량  : 1,940∼2,380 CMH (2대)

       ․정 압  : 400∼440 mmAq

     나. 차폐 시설 개조내용

         기존 C14, C15 납 차폐셀을 군분리 시험용 차폐셀로 활용하기 위해

서는 군분리 시험에 사용되는 방사선원을 기준으로 방사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앞의 설계 기준에서 제시된 차폐

계산 방법에 의해 차폐능을 확인하 다. 그리고 현재 설치된 납 차폐셀(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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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은 γtype의 차폐셀로 설계, 제작되어 있어 이를 군분리에 활용하기 위해

서는 α-γ셀에 준하는 기 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종 

플러그, 도어 및 개구부 등에 기 이 유지되도록 시설을 보완하 다. 

  또한 C14, C15 차폐셀 내의 배기 필터는 현재는 LOW+HEPA 필터만 설치

되어 있으나 LOW+HEPA+charcoal 필터 bank로 개조하 으며, 배기 설비는 

기존의 다른 차폐 셀들과의 cross contaminat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하 다. 그리고 폐액 저장조를 차폐셀 마다 하부에 차폐체와 

함께 설치하여 군분리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액을 무기폐액과 유

기폐액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하 으며, 개조된 

차폐셀은 Fig. 6-2(전면)과 Fig. 6-2(뒷면)과 같으며, 상세한 개조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차폐계산 결과

          현재 동위원소 생산시설 내 Bank 2에 설치된 납차폐셀(C14, C15)

의 차폐체 두께 15cm, 도 11g/cm3를 기준으로 QAD-CG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되었으며, 앞에서 기술된 기준 방사선원, 차폐계산 방법, 차폐

기준을 적용하여 차폐셀의 shielding wall, 폐액저장조, pass-thru door에 대

한 차폐계산을 수행하 다. 계산 시 적용한 주요 가정으로는 차폐셀 내의 방

사선원은 point source로 적용하 다.

         (가) Shielding wall

              C14 및 C15 차폐셀의 shielding wall의 차폐계산은 차폐셀 내

의 방사선원은 point source, 방사선원의 위치는 원격조작기의 작업 공간을 

고려하여 차폐벽으로부터 30cm 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 다. 그리고 차폐계

산의 보수성을 고려하여 납판넬의 스틸 10mm와 SUS liner 5mm는 계산에

서 제외하 으며, 방사선으로부터 dose point까지 거리는 γ-선 행정이 가장 

짧은 곳을 선택하 다. 

  차폐계산 결과 방사선 기준선량을 만족하는 납 차폐체의 두께가 정면, 옆

면, 뒷면과 천장의 경우 최소 8.9cm, 바닥의 경우는 최소 5.2cm로 계산되었

다. 또한 현재 설치된 차폐셀의 납 차폐체 두께 10cm를 기준으로 방사선량

을 계산한 결과 정면, 옆면, 뒷면과 천장에서 방사선량이 0.51mRem/hr, 바닥

면에서는 0.09mRem/hr로서 기준 방사선량인 1mRem/hr을 초과하지 않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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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 Photograph on front view of C14 & C15 lead cells.

     

Fig. 6-3. Photograph on rear view of C14 & C15 lea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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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시험의 방사선원을 취급하는데 문제점이 없다.

         (나) 폐액저장조

              C14 및 C15 차폐셀 하부에 설치되는 폐액저장조의 설계를 위

한 차폐계산은 차폐셀 내 방사선원은 point source, 방사선원의 위치는 저장

조 벽면에 붙은 것으로 하고, 계측기의 위치는 폐액저장조 표면으로부터 

10cm 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 다. 또한 차폐계산의 보수성을 고려하여 방

사선으로부터 dose point 까지의 거리는 γ-선 행정이 가장 짧은 곳을 선택

하 다. 

  차폐계산 결과 방사선 기준선량을 만족하는 납 차폐체의 최소 두께가 

7.1cm로 계산되어 폐액저장조의 납 차폐체 두께를 8cm로 설계하 다.

         (다) Pass-Thru door

              C14 및 C15 차폐셀 사이의 시료 이동을 위해 설치되는 pass- 

thru door의 설계를 위한 차폐계산은 차폐셀 내의 방사선원은 point source, 

방사선원의 위치는 pass-thru door로부터 20cm 떨어지는 것으로 하고, 계측

기 위치는 pass-thru door에 붙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pass-thru opening 

크기는 가로 33cm, 세로 43cm로 하 다. 그리고 차폐계산의 보수성을 고려

하여 각 source point와 detector point의 위치는 γ-선 행정이 가장 짧은 곳

을 선택하 다. 

    차폐계산 결과 pass-thru door의 세로 크기가 pass-thru opening 보다 

8.5cm 클 경우 detector 위치에 따른 피폭선량율이 0.01∼0.05 mRem/hr로서 

차폐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pass-thru door의 가로 크기가 pass-thru 

opening 보다 5cm 클 경우 detector 위치에 따른 피폭선량율이 0.04∼0.46 

mRem/hr로서 차폐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pass-thru door의 크기

를 가로 43cm, 세로 53cm로 설계하 다.

       (2) 납 차폐셀 주요 개조 내용

         (가) 출입도어(maintenance door)

              차폐셀 뒷면에 차폐셀 내 유지, 보수를 위하여 설치된 출입도

어를 개방하는 경우 내벽의 오염방지 및 기 유지를 보강하기 위하여 도어 

출입구 개구부 안쪽에 lucite 재질의 570mm(L)×720mm(H)의 dust barrier를 

Fig. 6-4의 사진과 같이 제작,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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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 Photograph of dust barrier installed on the inside of 

          maintenance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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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차폐셀 내 배기필터 (in-cell exhaust filter) bank

             각 차폐셀 내에 설치될 배기필터 bank는 차폐셀 내부의 활용 

공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설치 가능한 크기가 제한[300mm(W)×600mm(H)×

160mm(D)]을 받는다. 따라서 차폐셀 내에 Low+HEPA+charcoal로 구성되는 

배기필터 bank를 설치하여야 하나, HEPA 필터의 두께가 두꺼워 설치가 곤

란할 경우 고효율의 MOD+charcoal로 구성되는 배기 필터 bank로 대체한다. 

설치 가능한 배기필터 bank의 크기는 292mm(W)×594mm(H)이고, 두께는 

대략 LOW(25mm), MOD(75mm), charcoal(50mm)로 필터 bank의 두께가 

160mm 이내 이어야 한다. 또한 필터 bank 및 필터 element들은 원격조정기

로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된다. 제작, 설치된 필터의 크기는 292mm(W)

×594mm(H)이고, 두께는 LOW(25mm), HEPA(75mm), charcoal(50mm)로 

총 필터의 두께가 160mm이며, 제작 도면과 사진은 Fig. 6-5 및 Fig. 6-6과 

같다. 

  LOW filter(Pre filter)의 경우 정압은 초기 9mmAq/말기 20mmAq가, 효율

은 90%(AFI test) 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한편 HEPA filter의 경우는 정압

은 초기 25mmAq/말기 50mmAq가 유지되어야 하며, 효율은 0.3㎛ 기준으로 

99.97% 이상이 제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charcoal filter의 경우는 정압은 

초기 5mmAq/말기 30mmAq가 유지되어야 하며, 효율은 25℃에서 최소 

99.95%의 I-131 제거와 최소 98%의 메틸 I-131 제거효율을 가지며, 70%의 

상대습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 셀간 도어(pass-thru door)

               차폐셀 C14, C15의 각 차폐셀 내에서 군분리 실험의 수행을 위

해 시료의 입,반출구가 독립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나, 각 차폐셀에서 수행되

는 군분리 시험의 연계 및 시료의 상호 이동을 위하여 셀간 도어가 설치되

었다.셀간 도어는 C14, C15 차폐셀 사이의 납 차폐 판넬을 잘라내고 납 차폐

체와  스텐레스 강판으로 표면을 casing한 inter door와 기  보강을 위해 

내 방사선 재료인 lucite로 제작된 dust barrier를 Fig. 6-7의 도면 및 Fig. 

6-8의 사진과 같이 제작, 설치하 으며, 셀간 도어의 작동은 C14는 설치된 핸

들을 이용하고, C15는 모타 구동에 의해 작동된다. 셀간 도어의 사양은 다음

과 같다. 크기는 43cm(W)×53cm(H), 차폐체는 50 mm 두께의 납으로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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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 Fabrication drawings for filter bank.

                 

      Fig. 6-6. Photograph of filter bank installed in lead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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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 Fabrication drawings for pass-thru door.

     

Fig. 6-8. Photograph of pass-thru doors installed in C14 & C15 lead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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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케이싱의 자재는 stainless steel이며, 구동은 셀 우측의 경우 수동으로, 

셀 좌측의 경우 전동(원격조정)으로 작동된다. 한편 폐는 seal plate SUS 

304와 lucite로 하 으며, 크기는 330mm(W)×430mm(H) 다.

         (라) 폐액 저장조

              C14, C15 차폐셀 하부에 납으로 차폐되는 폐액 저장조를 각 1

개씩 설치하여 군분리 시험으로 발생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액을 무기폐액과 

유기폐액으로 분리하여 저장하게 된다. 각 폐액 저장조는 용액의 누출이 되

지 않는 구조의 leak proof type의 flexible hose로 차폐셀 내의 drain 배관과 

연결되며, flexible hose의 주변은 납으로 차폐되었다. 또한 폐액 저장조에는 

폐액 반입 및 배출 배관(1/2"), level gauge 설치를 위한 배관(1/4")이 각 1개

씩 설치되었으며, 이동이 용이하도록 바퀴가 달린 cart 위에 설치되었다. 용

량은 10ℓ, 용기의 크기는 ψ430mm×490mm(H), 차폐체는 납 80mm(두께)

이다.

  그리고 C14, C15 각 차폐셀 안쪽 바닥 면에 차폐셀 내에서 발생한 폐액을 

폐액 저장조로 배출할 수 있도록 1/2" 배관 spool을 각 차폐셀에 1개씩 설치

하고, 구조는 quick connector type으로 원격조작기에 의한 조작이 용이하도

록 하 으며, cap을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 차폐셀의 기  유지가 가능

한 구조로 제작되었다. 설치된 폐액 저장조의 사진 및 도면은 Fig. 6-9와 

Fig. 6-10과 같다.

         (마) 시료 반출입 Cask 및 포트/플러그

             현재 설치된 C14, C15 차폐셀의 시편 반출입은 당초 C13 차폐셀 

하부에 설치된 반출입 포트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C14, 

C15 차폐셀과 C13 차폐셀이 분리되어 사용되게 되므로 시료의 반입출을 위한 

별도의 포트의 설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추가로 설치된 시료 반출입 포트는 

C14 차폐셀 뒷면에 설치되었으며, 시료 및 시약 등의 반입 및 반출시 사용된

다. 반출입 포트의 차폐셀 안쪽은 seal 도어가 설치되었으며, 바깥쪽에는 운

반용기 지지를 위한 테이블 및 보강 차폐체가 설치되었다. 시료가 cask와 함

께 공급되므로 시료의 반출입 포트는 시료 운반용기(cask)의 사양 및 시편 

반입/반출 방법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군분리 시험을 위한 시료들이 시약용 

동위원소들을 주로 사용하게되므로 시료 cask의 크기를 ø5cm×10cm(L) 크기

의 시료병을 기준으로 하여 납 차폐체의 두께 5cm를 고려하여, cask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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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9. Photograph of radwaste(liquid) storage installed under lead cell.

Fig. 6-10. Fabrication drawings for radwaste(liquid)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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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ø16.8cm×25cm(L)로 설정하여 Fig. 6-11의 도면과 같이 설계되고 제작되

었으며, 설치된 장치는 Fig. 6-12의 사진과 같다.

          ① 시료 반입 방법

             설치된 시료 반,출입 포트를 이용한 시료의 반입은 다음의 작

업 순서에 의해 수행된다. ㉮ C14셀 뒷면에 있는 반출입 포트의 cover plate

를 들어올린 후 바닥에 내려놓는다. ㉯ 시료 cask를 support table 위에 올려

놓은 후 반출입 포트에 착시킨다. ㉰ 원격조작기를 이용하여 핫셀 내부의 

seal 도어를 개방한 후 반출입 포트 안에 끼워진 프러그를 빼낸다. ㉱ Cask 

cover lift rod를 cask 뚜껑에 고정시킨 후 cask 뚜껑을 들어올려 걸이쇄에 

고정시킨다. ㉲ Actuating rod를 앞으로 서서히 어 transfer can 안의 시료

를 차폐셀 내부로 이동시킨다. ㉳ 원격조작기로 transfer can 안의 시편을 꺼

낸다. ㉴ 반출입 포트 안에 플러그를 넣은 후 seal 도어를 닫는다. ㉵ 

Actuating rod를 뒤로 당긴 후 cask 뚜껑을 닫는다. ㉶ Cask cover lift rod

를 cask 뚜껑으로부터 분리시킨 후 cask를 제거한다. ㉷ Cover plate를 반출

입 포트에 끼워 넣는다.

          ② 시료 반출 방법

             시료 반,출입 포트를 이용한 시료의 반출은 다음의 작업 순서

에 의해 수행된다. ㉮ C14셀 뒷면에 있는 반출입 포트의 cover plate를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내려놓는다. ㉯ Cask를 support table에 올려놓고 반출입 포

트에 착시킨다. ㉰ Cask cover lift rod를 cask 뚜껑에 고정시키고, cask 

뚜껑을 들어올린 후 걸이쇄에 고정시킨다. ㉱ 원격조작기를 이용하여 차폐셀 

내부의 seal 도어를 개방한 후 반출입 포트안의 프러그를 빼낸다. ㉲ 원격조

작기를 이용하여 transfer can 안으로 시료를 집어넣는다. ㉳ Actuating rod

를 뒤로 서서히 당겨 transfer can 안의 시료를 cask 안으로 이동시킨 후 

cask 뚜껑을 닫는다. ㉴ 반출입 포트 안에 플러그를 넣은 후 seal 도어를 닫

는다. ㉵ Cask cover lift rod를 cask 뚜껑으로부터 분리하여 cask를 제거한

다. ㉶ Cover plate를 반출입 포트에 끼워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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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 Fabrication drawings for exit/entry port and cask of   

          radioisotope samples.

                  

Fig. 6-12. Photograph of exit/entry port and cask installed 

                  on rear side of C14 lead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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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  유지 보강

             γ-type으로 설계, 제작된 제작된 차폐셀을 α-γ type에 준하

는 차폐셀로 활용하기 위한 기 성 보완을 위하여 차폐셀 천장 내부의 entry 

plug, lighting plug, swivel hoist plug 등 각종 plug 및 접촉면 틈새, 그리고 

차폐셀 내 filter box 앞바닥에 설치된 cable penetration(2") 덮개 틈새에 내

방사성 sealant로 틈새를 봉하여 차폐셀의 기  유지가 보강되도록 하 다.

         (사) 차폐셀 작업구역 격리

             Bank 2 지역에서 군분리 시험용으로 개조하여 사용되는 C14, 

C15 차폐셀은 다른 차폐셀과 차폐셀 내에서 취급하는 핵종이 상이하므로 작

업구역(service area)에서의 cross contamination을 방지하고 상호 작업 수행

에 있어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C5∼C13 차폐셀과 C14, C15 차폐셀의 작업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SGP(0.6mm 합금판 양면, 66mm 두께) 소

재의 격리벽을 C13과 C14 차폐셀 사이에 설치하 다. 작업 구역 출입구도 분

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C5∼C13 차폐셀의 작업구역 출입은 북

편 출입구를 사용하고, C14, C15 차폐셀의 작업 구역의 출입은 기존 남편 출

입구를 사용하도록 하 으며, 상호 출입이 가능하도록 inter 도어를 설치하

다. 그러나 조업구역(operation area)의 경우는 cross contamination의 우려가 

없으므로 분리하지 않았다.

         (아) 환기시설

              C13과 C14 차폐셀 사이에 격리벽을 설치하면 해당지역의 공기

유동이 격리벽으로 인하여 2 개의 zone으로 나뉘게 되고, 급기된 공기가 차

폐셀을 통하여 배출되어 공기유동의 균형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셀로 유입되는 공기의 양을 Table 6-6의 내용과 같

이 인위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Table 6-6. Design guide for modification of ventilation system.

구분 기존 설계 개조 설계

Service 

Area

 개 당 480 CMH 용량의 급기구 

8개 (C14, C15 차폐셀 내 급기구 

1개 포함)

C14 & C15 차폐셀 역 급기구 1곳 

에 resister(250mm×200mm)를 추
가로 설치하여 706CMH 만이 안쪽

으로 급기되도록 resister를 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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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전체 공기유동의 balance를 조절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급

기구에 resister를 추가로 설치한 후, 전문 TAB 업체를 선정하여 정확한 풍

량 제어가 이루어지도록 resister를 조절하여야 한다. 그리고 bank 2의 11개 

차폐셀(C5∼C15)의 배기 설비는 지하층에서 한 개의 덕트로 연결되어 2차 필

터 bank 및 배기 fan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C14, C15 차폐셀 내부 

배기설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배기설비로 2차 필터 

bank, duct in-line fan 및 back draft damper가 추가하도록 아래 사양으로 

설계하 다. 환기설비의 경우는 연구비 부족으로 인하여 설치하지 못하 으

며, 차기 연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

          ① Duct in-line fan

             C14, C15 차폐셀 내 filter bank는 Pre+HEPA+charcoal 필터로 

교체되었으며, 지하층에 MOD+HEPA+charcoal로 구성되는 2차 필터 bank가 

추가로 분리,설치되며, 배기 fan은 설치 공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배기덕트와 

2차 필터 bank 중간에 duct 내에 설치되는 duct in-line fan을 설치하여 기

존 배기 송풍기와 연동시켜 동시에 작동하도록 한다. 환기용량은 340 CMH,  

정압은 80mmAq, 수량은 1 set, 형식은 터보 type 이다. 

          ② Back draft damper

             C14, C15 차폐셀의 배기 덕트는 2차 필터 bank를 통과한 후 C

5∼C13셀의 배기덕트와 공용덕트로 연결된다. 이때  C14, C15 차폐셀의 배기와 

C5∼C13 차폐셀의 배기가 서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C5∼C13 차폐

셀 배기덕트 연결부 하단에 back draft damper를 추가로 설치한다. 크기는 

ψ300 mm, 수량은 1 개이다.

          ③ Filter bank

             차폐셀 지하층에 C14, C15 차폐셀의 배기를 위한 2차 필터 

bank를 추가로 설치한다. 필터는 MOD+HEPA+Charcoal, 풍량은 340 CMH,  

온도 및 습도 범위는 각각 0∼40℃ 및 0∼70%이다. 

  이때 HEPA filter의 효율은 0.3㎛ 미립자에 대하여 최소 99.97% 제거되어

야 하며, Charcoal filter의 경우는 25℃에서 최소 99.95%의 I-131 제거 효율

및 최소 98%의 메틸 I-131의 제거효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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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차폐셀 개조 작업 및 검사

       (1) 주요 개조 작업

         (가) Dust barrier 설치

             차폐셀 뒤편에 설치된 출입도어(maintenance door) 안쪽 스텐

레스강 liner plate에 frame을 TIG 용접으로 부착하 다. 이때 용접으로 인해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 으며, PT(penetration test)와 기 시험을 통하

여 용접 건전성과 기 성을 확인하 다.

         (나) 차폐셀 내 배기필터(in-cell exhaust filter) bank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배기 필터 housing을 용접 부위로부터 

10mm 떨어진 부위를 플라스마로 절단하여 제거하고, 절단 부위를 grinder로 

표면을 처리한 후 새로 제작된 배기 필터 housing을 TIG 용접으로 용접 부

위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히 부착하 으며, PT 검사로 건전성을 확

인하고, 배기 필터 housing의 기 시험과 성능시험(적정 유량에서의 압력손

실을 측정)을 수행하 다. 

         (다) 셀간 도어(pass-thru door) 설치

              C13과 C14 차폐셀 사이의 dividing wall에 셀간 도어 설치를 

위한 개구부(330mm(W)×430mm(H))의 관통작업을 위해 먼저 스텐레스강 

liner plate(두께 5mm)를 플라스마로 절단, 제거하고 납 차폐벽은 납 절단기

를 이용하여 절단하 으며, 10mm 두께의 철판은 산소로 절단하 다. 그리고 

표면을 일정하게 처리한 후 스텐레스강 plate로 표면 cover를 제작, 설치하고 

납실(lead wire)을 이용하여 공간을 채운 후에 pass-thru door, dust barrier 

그리고 pass-thru door의 구동을 위한 track assembly, screw shaft, roller 

등을 요구되는 기능이 만족되도록 설치하 다.

         (라) 폐액 저장용기 설치

              C13과 C14 차폐셀 하부에 폐액 저장조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

존에 설치되어 있던 power supply panel을 차폐셀의 좌, 우측으로 이설하여 

설치하 으며, 폐액 저장조를 운반이 용이하도록 장착된 carrier와 함께 설치

하 으며, carrier 바깥에 stopper를 설치하여 평상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한 후에 차폐셀의 배출 배관과 폐액 저장조의 연결 배관을 quick joint를 이

용하여 설치함으로서 폐액 저장조 분리시 소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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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리고 설치된 폐액 저장조 및 연결 배관의 기  시험을 수행하여 

기 성을 확인하 다.

         (마) 시료 반출입 Cask 및 포트/플러그 설치

              시료 반출입을 위한 cask 및 포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먼저 

개구부(φ80mm) 관통작업을 위해 먼저 스텐레스강 liner plate(두께 5mm)를 

플라스마로 절단, 제거하고 납 차폐벽은 납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 으

며, 10mm 두께의 철판은 산소로 절단하 다. 그리고 표면을 일정하게 처리

한 후 스텐레스강 plate로 표면 cover를 제작, 설치하고 사이에 납실을 채운 

후에 seal door, 시료 반출입 포트, 차폐 플러그, cask 지지대, 보강 차폐체 

및 시료 cask를 요구되는 기능이 만족되도록 설치하 다.

         (바) 용접 작업

             용접 작업은 ASME Sec. Ⅳ(welding & brazing qualification) 

지침에 따라 수행하 으며, 특히 기존 납 차폐셀 내부에 설치된 스텐레스강 

liner를 절단 후 용접하는 경우 열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냉각을 하면서 

서서히 용접을 수행하 으며, 모든 용접은 TIG 용접 방법으로 하 다. 그리

고 모든 용접부위에 대해서는 ASME Sec. Ⅴ(non destructive examination) 

기준에 따라 비파괴검사로 PT 검사를 수행하여 용접의 건전성을 확인하

다. 상기 주요 작업을 포함한 개조 설치를 모든 작업은 관련 작업 표준 또는 

기준에 의해 미리 작성되고, 승인된 작업 절차서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2) 기  시험

           차폐셀에 개조 제작물의 설치 이후 차폐셀과 filter bank에 대한 

기  시험을 수행하여 기 성 유지 성능을 확인하 다. 

         (가) 적용 기준

              - ANSI, N501 - 1980. PARA “6.5”

              - ANSI, N509 - 1980. PARA “4”, Table 4.4

              - ANSI, N510 - 1980. PARA “6”

              - TECH. SPEC. KM - 482 - DT - H001 REV. 1 

         (나) 시험 방법

              차폐셀 전체 기 시험은 개구부(maintenance door, pass-thru 

door,  inlet duct damper 및 발브류)를 exhaust duct damper를 제외하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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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단시키고, exhaust fan을 작동시킨 후 일정 부압(25∼40mmAq)이 유지

된 후에 설치된 dust barrier, access port, reagent tube, 폐액 배출관, 시료 

반출입 포트, pass-thru door 및 폐액 저장조의 확인 부위 외부에 liquid 

detergent를 바르고, 1분 동안에 0.28"(7mm) 크기의 bubble이 발생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 다. 그리고 차폐셀 내 설치된 filter housing의 기  시험은 

filer housing에 HEPA filer의 초기 조건이 설계 유량인 850 Nm
3
/hr에서, 25 

㎜Aq(250 Pa)이고, 최종 정압이 50㎜Aq(500 Pa)이므로 1.25배인 63㎜Aq를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가압한 후 5분 후의 압력을 확인하 다. 그리고 식(4)

에 의해 계산된 leakage rate는 ANSI/N509-1980 PARA 4.2.3항에 의해 최대

허용 누출량이 filter housing의 표면적×0.005 이내의 값을 만족하는 지를 

확인하 다.

      Q = (Pi/Ti - Pf/Tf) × [V/Ra × △t × (0.075)]               (4)

        여기서 Q : 평균 leakage rate (SCFM)

               V : filter housing의 volume(ft3)

               Pi : filter housing의 초기 압력(lb/ft
2 abs.)

               Pf : filter housing의 말기 압력(lb/ft
2 abs.)

               Ti : 초기 온도(°R)

               Tf : 말기 온도(°R)

               △t : tf - ti (ti : 시험 전 시각, tf : 시험 후 시각)

               Ra : 53.55 × (ft, lb)/(lb × R)

       (3) γ-Survey 검사

          γ-survey 검사는 차폐셀 개조 작업으로 인해 추가로 제작, 설치

된 차폐체와 개조 제작물의 설치를 위해 작업이 수행된 차폐 부위에 대한 

설계 차폐능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서 방사선 안전성을 확보하여 

작업자를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가) 검사자 자격

             γ-survey 검사자는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 면허자, 기술 평가

자 및 장비 조작자로 구성하며, 전문작업 종사자임을 증명하는 등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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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지한 자만이 검사가 가능하며, 방사선 차폐체와 검사장비에 대하여 충

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방사선 장해방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을 

지닌 자 이어야 한다. 

         (나) 검사 장비 

          ① 감마선 조사장치 : γ-survey 검사를 위해 사용한 검사 장비

는 CO-60 감마선 조사장치로서 미국 GAMMA IND. 의 제품으로 MODEL. 

20A이고, 장비 무게가 14㎏이고 초기의 방사선 세기는 20Ci 용량이다. 앞 

guiding hose는 5m, 뒤 guiding hose는 7.6m인 원격조작 장치로서 98년 4월 

기준으로 2.12Ci 용량인 감마 조사 장치를 사용하 다. 

          ② 검출기(survey meter) : 표면 선량을 측정하기 위한 검출기는 

Everline사에서 제작된 GM survey meter로서 range control은 0.01μR/hr 

∼999mR/hr인 survey meter를 사용하 다.

          ③ 안전관리 장비 : 검사에 참여하는 검사자의 개인 안전을 위해 

alarm monitor, survey meter, film badge, warning lamp, signal flag 등의 

안전관리 장비와 납장갑, 납벽돌, 납안경, 납치마, 납판 등의 보호장구를 사

용하 다. 그리고 모든 검사장비는 공인기관의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

하 다.

         (다) 검사 방법

          ① 차폐체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 납 차폐체에 대한 

선량 값을 측정하여 reference block 값으로 활용하 으며, 이는 검사선원

(Co-60)을 납 차폐셀 내에 조사시켜 개조되지 않은 부위에서 투과된 방사선 

값을 검출기(survey meter)로 측정하 다. 

          ② 군분리 시험용 차폐셀 개조 및 제작물 설치로 인해 γ- 

survey가 필요한 다음 개조물 즉, pass-thru door, liquid radwaste storage, 

exit & entry port/plug, reagent entry tube & plug 등이 설치된 위치를 결

정하고 장비로 측정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검사 가능한 세부구획으로 

선정하여 표시하 다. 

          ③ 선정된 차폐체의 검사부위에 대하여 검사선원을 투과시켜 투

과된 방사선 측정값을 검출기로 측정하 으며, 이때 조사감마선원을 차폐체 

근접에 배체하고 표면에서 검출기를 수평,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여 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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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에 10초 이상 정지상태에서 선량을 측정하 다.

         (라) 차폐 건전성 평가

             각 검사 부위별 측정값과 reference block의 측정값을 비교하

여 기존 납차폐체 측정 선량 값과 동일 이상의 차폐능을 가져야 차폐체의 

건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하 다. 평가 결과 차페체 10cm 기준의 

reference block 값이 24.8∼26.8mR/hr이고, C14 차폐셀(차폐체 두께 10∼

15cm)의 경우 측정값이 0.2∼16.1mR/hr, C14 차폐셀(차폐체 두께 10cm)의 경

우 측정값이 6.5∼22.7mR/hr로서 모두 reference block 값 이하로 확인되어 

차폐체의 건전성이 확인되었다.

    5. 방사선 안전성

     가. 작업자 피폭선량 평가

         개조된 납차폐셀의 차폐 두께가 C14 차폐셀의 경우는 정면/후면이 

15cm 이고, 천장은 15cm, 바닥은 10cm 이며, C15 차폐셀의 경우는 차폐체 

두께가 모두 10cm 이다. 현재 설치된 납차폐체 두께와 실제 군분리 시험에

서 취급되는 선량보다 높은 설계 기준 선량을 적용하여 QAD-CG 전산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point-kernel의 방법에 의한 차폐체 표면에서의 선량율을 

계산한 결과 차폐체 두께가 작은 C15 차폐셀의 경우 정면, 옆면, 뒷면 및 천

장(납두께 10cm)에서의 선량이 0.51mrem/hr이고, 바닥면(납두께 10cm)에서

는 0.09mrem/hr로서 규제 기준선량인 1 mrem/hr 보다 매우 작은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γ-survey 검사 평가 결과도 설치된 차폐체가 설계 기준 차폐능 

이상으로 건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예상 사고 및 대책

        군분리 시험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취급되므로 실험 중 예상 가

능한 사고로는 취급 용액이 용기 외부로 누출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모두 하부에 설치되는 차폐된 폐액 저장조로 모이게 되어 외부로의 

누출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화재로 인한 용액의 기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나 차폐셀 내부의 인화성 물질로는 일부 전선뿐으

로 내부에 설치된 전선량을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화재시 온도 상승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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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내부 온도가 최대 75℃ 까지만 상승되므로 용액의 기화 현상은 없

을 것으로 예상되고, 외부 화재로 인한 향은 기 동위원소 생산시설의 사고

해석이 보수적으로 수행되어 군분리 시험에 의한 향은 무시될 수 있다.

     다.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액체 폐기물의 경우 각 납차폐셀 하부에 설치되는 차폐 저장조(각 

10ℓ)에 무기폐액과 유기폐액으로 구분 저장되며, 사용후 폐액은 증발에 의

한 감용 후 처리시설로 보내지게 된다. 군분리 시험에서 취급되는 선원 중에

는 기체 상태의 방사선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온에서 공정시험이 수행되므

로 배기체는 환기를 위해 공급되는 배기 가스만을 고려하면 된다. 차폐셀의 

환기설비는 환기회수 20회, 선속도 0.75m/sec를 기준으로 급기구에 0.3㎛ 입

자 기준 99.97% 이상의 제거 효율의 HEPA filter가 설치되었으며, 배기구에

는 HEPA filter와 예기치 못한 비정상 상태를 대비하여 charcoal filter를 설

치하여 배출되는 배기체에 의한 공기 중 오염도가 최소화 되도록 하 다.

    6. 결 언

       동위원소 생산시설 내 bank 2에 기 설치된 C14, C15 납 차폐셀을 군

분리 방사성 시험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군분리 시험을 위한 기준선원을 

설정하고, 기준선원과 군분리 시험을 위한 용도에 맞도록 차폐셀을 개조하기 

위하여 차폐계산과 개조설계를 수행하 으며, 개조를 위한 제작물을 제작, 

설치하고, γ-survey test 등의 검사를 수행하여 개조된 차폐셀의 건정성을 

확인하 다. 그러나 연구비 부족으로 인하여 환기설비의 설치는 차기 년도로 

설치가 지연됨으로서 환기설비 설치 후 최종적으로 개조된 차폐셀의 종합적

인 시험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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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신분리 기술 적용

    1. 광화학 환원/침전에 의한 Am/RE 분리

     가. 서 언

         HLW에는 반감기가 길고 독성이 강한 악티나이드계 원소들이 함

유되어 있다. 최근에 HLW의 안전관리 관점에서 이들 원소들을 분리하고 소

멸처리 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 그러나 HLW에는 악티나이드 

원소 이외에 핵분열생성물로서 RE를 포함한 다양한 원소들이 함유되어 있어 

이들로부터 악티나이드 원소를 완전히 분리하기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특히 악티나이드 원소 중 Am과 RE는 화학적 특성이 매우 유사하여 기존

에 활용되고 있는 용매 추출공정으로는 분리가 용이하지 않다. 최근에 이들 

원소의 최외각 전자 수를 조정하여 Am과 RE를 분리시키려는 연구가 시도

되고 있다[3-6]. 일반적으로 RE의 환원전위가 Am의 환원 전위보다 낮다는 

점을 착안하여 광화학을 이용한 RE의 선택적 환원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용매추출 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기존 용매추출 공정

에 광화학을 응용하여 RE와 MA를 분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적용된 용매

추출계는 유기용매로 DEPHA/dodecane을 사용하여 HLW로부터 RE와 MA

를 회수하고 이를 DTPA로 Am을 역추출 시킨 다음 강질산으로 RE를 분리

시키는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기용매인 DEPHA/ 

dodecane 시스템과 수용상에서 RE와 Am의 광환원 침전 분리 실험을 수행

하 다.

     나. 실 험

       (1) 시 약

         (가) RE 원소계 : 

             Aldrich 제품의 EuCl3, SmCl3, GdCl3가 사용되었으며, 특히 Eu

의 경우는 무기산의 효과를 알기 위해 EuCl3 이외에 Eu2(SO4)3, Eu(NO3)3도 

함께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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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MA 원소계 : 

              Americium Chloride(AmCl3)가 사용되었다. AmCl3는 1M HCl

에 용해되어 있으며, 전체 방사능은 1mCi로서 Isotope Products Lab.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다) 침전제, 환원제, 침전 촉진제 : 

              침전제로 (NH4)2SO4 수용액이, 환원제로는 isopropyl alcohol, 

ethyl alcohol, formic acid 등이 사용되었으며, 침전 촉진제로 과산화수소가 

사용되었다.

         (라) 유기용매 : 

              유기상에서의 광환원/침전을 위해 유기용매로서 DEPHA/ 

dodecane이 사용되었다.

       (2) 실험 장치

          광환원/침전에 사용된 광화학 반응기는 Rayonet(Model:RPR-208) 

제품으로 254nm 파장을 방출하는 120W의 수은 램프이다. 실험 장치는 Fig. 

7.1-1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반응기는 원통형으로 직경

이 40cm, 높이가 60cm로 되어 있다. 수은 램프 8개가 반응기 가장자리에 위

치해 있으며 UV는 반응기 가장자리에서 중앙 쪽으로 방사하도록 되어 있다. 

반응 용기의 재질은 석 으로서 용량은 15mL이다. 반응 용기는 반응기 상부

에 위치한 원판형 지지대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8개의 시료가 동시에 

실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반응물의 총 용량은 10mL이며 광반응 중 원

소 분석을 위해 10∼100㎕ 범위의 양을 시료로 채취하여 분석하 다. 

       (3) 실험 방법

          실험은 유기상과 수용상에서 광환원/침전 반응이 수행되었다. 특

히 수용상의 경우 RE의 대표원소인 Eu 단독 원소를 대상으로 광환원/침전 

반응을 수행하여 광반응의 최적 조건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Sm, Eu, Gd 

및 Am 혼합 수용상 및 유기상의 광환원/침전 반응을 수행하 다. RE들은 

반응 용액 내 농도를 0.01M로 일정하게 유지시켰고, 침전제로 사용된 

(NH4)2SO4 농도도 0.1M로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한편 환원제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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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ic acid, isopropyl alcohol, ethyl alcohol은 전체 반응물 용적의 부피 비

로 20%를 첨가하 으나, isopropyl alcohol의 경우 환원제 농도 향을 조사

하기 위해 5%(0.5mL), 10%(1mL), 20%(2mL)를 첨가하 다. 

  수용상 광환원/침전의 경우 RE 염 수용액과 침전제, 환원제를 일정량 취

하고 증류수와 혼합하여 총 10mL를 만든 후 광 조사가 수행되었다. Am- 

241의 경우 전체 방사능이 4.44x10
5
dpm인 stock solution을 0.5M HCl 수용

액으로 제조하고 매 실험 때 100㎕를 채취해 10ml의 반응용액에 첨가하 다. 

이때 반응 용액 중의 Am-241의 농도는 4.44x10
3
dpm(2.3x10

-9
M)이 된다. 유

기상에서 광환원/침전 반응의 경우 반응 용기는 금속이온과 환원제가 함유된 

유기층과 침전제로서 (NH4)2SO4이 함유된 수용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 

용기 하부에 수용층이 그리고 비중이 낮은 유기상이 반응 용기 상층부에 위

치하게 된다. 금속 함침 유기상은 금속이온을 함유하는 수용액을 dodecane으

로 희석된 DEPHA와 혼합하여 금속이온들을 유기상으로 추출시켜 제조하

다. 추출 실험 시 상(phase)비는 1 : 1로 하 다. 광이 조사되는 동안 환원 

침전율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량 시료를 채취하여 수용액 내 잔존 원소들의 

농도를 분석하 다.

       (4) 분 석

           RE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ISA Jobin-Yvon JY 50P)로 그리고 Am-241은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packard-2500 TR/AB, USA)로 측정되었다. Am의 경우 반응물 중 10 ㎕를 

채취해 5mL cocktail 용액(Scient-AXF, Packard)과 혼합한 후 분석하 다. 

     다. 결과 및 고찰

       (1) 수용액에서 Eu의 광환원/침전 특성

          수용액 상에서 Eu의 광환원/침전 반응 기구는 다음과 같이 알려

져 있다[3]. 

          Eu
3+ + H2O + hv = Eu

2+ + H+ + OH‧                      (1)

          (CH3)2CHOH + OH‧ = (CH3)2C‧OH + H2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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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3)2C‧OH + Eu
3+
 = Eu

2+
 + H

+
 + (CH3)2C=O              (3)

                 Eu
2+
 + SO4

2- = EuSO4                              (4)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Eu의 환원제인 isopropyl alcohol은 OH‧에 의해 라

디칼이 되고 다시 isopropyl alcohol radical은 Eu+3을 Eu+2로 환원시키면서 

아세톤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얻어진 Eu+2는 침전제로 사용되는 황산 이온과 

결합하여 용해도가 매우 낮은 EuSO4로 침전된다. 따라서 RE-Am 수용액으

로부터 비교적 환원 전위가 낮은 RE를 침전 제거시키기 위한 광환원/침전 

특성 조건이 사전 연구되었다. 사전 조사로서 RE에서 가장 환원전이가 낮은 

Eu 단독 수용액이 제조되고, Eu의 환원을 위한 적합한 광 파장 선택, 수용

액 무기산의 종류가 Eu의 광환원/침전에 미치는 향, 환원제의 종류 및 농

도 의존성, 그리고 Eu 광환원/침전 속도에 미치는 향 등이 조사되었다.

  Fig. 7.1-2는 0.01M EuCl3이 수용액 중에서 광 흡수 특성을 보여 주는 UV 

spectrum 이다. 300nm 파장 이하에서 빛을 흡수함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254nm 파장의 빛을 방출 할 수 있는 수은 램프를 사용하

다. 254nm 파장 하에서 침전제로 (NH4)2SO4, 환원제로 isopropyl alcohol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Eu 염(EuCl3, Eu(NO3)3, Eu2(SO4)3)에 대한 Eu의 광 

환원 침전 특성이 조사되고 그 결과를 Fig. 7.1-3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염산과 황산염의 경우 5시간 이내 Eu이 모두 EuSO4로 침전된 반면 질산염

의 경우 광환원/침전 20시간 경과 후에 80% 정도 광 침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식(5)와 같은 반응식으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있다. 

           3Eu
+2
 + NO3

-
 + 4H

+
 = 3Eu

+3
 + NO + 2H2O                (5)

  식 (5)에서 볼 수 있듯이 수용액 중에 NO3
-가 존재 할 시 Eu+2를 쉽게 

Eu+3으로 산화시키기 때문에 전체 반응 시스템은 산화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 

침전 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Eu를 환

원 침전시키기 위해서는 Eu 염으로 황산이나 염산 염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효과적인 환원제를 찾기 위해 isopropyl alcohol 이외 에탄올 및 

개미산이 사용되었다[7]. 이들은 다음과 같이 Eu를 환원시킬 것으로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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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1-2. UV spectrum of europium chloride i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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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1-3. Photoreductive precipitation of various Eu sa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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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실험 결과는 Fig. 7.1-4에 나타내었다.

    Isopropyl alcohol 경우

  (CH3)2CHOH + OH‧ = (CH3)2C‧OH + H2O                 (2)

(CH3)2C‧OH + Eu
3+ = Eu2+ + H+ + (CH3)2C=O              (3)

    Ethyl alcohol 경우

          CH3CH2‧OH + OH‧ = CH3C‧HOH + H2O                  (6)

           CH3C‧HOH + Eu
3+
 = Eu

2+
 + H

+
 + CH3CHO                (7)

    Formic acid 경우

          HCOOH + OH‧ = COOH‧ + H2O                         (8)

           COOH‧ + Eu3+ = Eu2+ + H+ + CO2                        (9)

  Eu의 환원 속도는 formic acid, isopropyl alcohol, ethyl alcohol 순으로 높

이 나타났다. 이것은 아마도 각 환원제의 환원전위 관계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최종 생성물이 formic acid의 경우 CO2로 발생함으로 인해 Eu의 

환원이 보다 더 용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환원

전위가 높은 formic acid는 기타 원소들을 함께 환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

원속도가 빠른 formic acid보다는 isopropyl alcohol을 선택하 다. 

  Fig. 7.1-5에는 환원제인 isopropyl alcohol의 농도 의존성을 보여 주고 있

다. 전체 반응 용적 10mL에 환원제를 0.5mL, 1mL, 2mL를 첨가하 을 시 

환원제 농도가 증가할수록 Eu의 환원 속도는 증가하 다. 이것은 isopropyl 

alcohol 라디칼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식 (1)의 속도는 매우 

느린 반면에 반응 생성물인 OH 라디칼은 환원제로 사용된 isopropyl alcohol

을 라디칼화 시키고, 라디칼화된 isopropyl alcohol이 Eu
+3을 재빨리 환원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양의 OH 라디칼이 반응 중에 존

재한다면 Eu는 재빨리 침전 분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산화수소

가 300nm 이하 파장에서 식(10)과 같이 OH 라디칼로 쉽게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OH 라디칼 생성제로 0.05M H2O2 을 첨가하 다. 

               H2O2 + hν(〈 300 nm ) = 2OH‧                      (10)



- 388 -

Time (h)

0 2 4 6 8 10

Pr
ec

ip
ita

tio
n 

yi
el

d 
of

 E
u,

 %

0

20

40

60

80

100

Isopropyl alcohol
Ethyl alcohol
Formic acid

       Fig. 7.1-4. Photoreductive precipitation of Eu in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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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Fig. 7.1-6에 나타내었다. 광 조사 10분이 경과한 후 침전이 시작하

여 1시간 이내에 거의 모든 Eu가 침전 분리될 수 있었다. Fig. 7.1-7은 Eu 

침전 거동에 H2O2가 미치는 향이 조사되었다. 기대와는 달리 H2O2 농도가 

증가할수록 Eu 침전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은 식(11)과 같은 반응식으로부터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용액 중에 잔존 

H2O2가 많을 경우 Eu
2+
가 생성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Eu
+2
 + H2O2 + 2H

+
 = 2Eu

3+
 + 2H2O     E,V(+2.12)        (11)

  Fig. 7.1-8은 H2O2 단독 용액의 광분해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농도에 따

른 H2O2의 완전 분해시간이 Fig. 7.1-7에서 보여 주는 Eu의 침전 시간과 거

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Eu의 침전 속도 증가를 위해 사용

되는 H2O2는 미량이 사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결과를 종합하면 Eu 염은 황산이나 염산염계가 적합하고, 침전

제로는 황산암모니움, 환원제로는 isopropyl alcohol(20 vol%), 침전 촉진제로 

미량의 과산화수소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수용액에서 Sm, Eu, Gd과 Am의 광환원/침전

           Fig. 7.1-9는 Sm, Eu, Gd과 Am의 UV spectra들을 보여주고 있

다. 254nm 파장에서 Eu은 빛을 흡수하고 있지만 기타 원소들은 빛을 흡수하

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Eu만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Table 7.1-1은 RE와 악티나이드계의 산화환원 전위를 표시하 다. Eu이 

가장 환원력이 강하며 그 다음은 Yb, Sm 순으로 환원력이 강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Am의 경우 악티나이드 계열 중에서는 비교적 환원력이 높지만 

Sm 보다는 낮고 Gd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7.1-10은 Sm, Eu, Gd, Am의 개별 원소에 대한 광환원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u은 앞의 결과와 같이 대부분 침전이 일어난 반면 Sm, Gd 

및 Am은 전혀 침전이 일어나질 않았다. 이것은 Fig. 7.1-9와 Table 7.1-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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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Table 7.1-1. Redox potential values E
o(III/II) of the lanthanides and 

             actinides calculated

               Lanthanides                 Actinides

    Elements           Values[V]      Elements          Values[V]

La -3.0 ± 0.2 Ac -4.9 ± 0.2

Ce -3.2 ± 0.2 Th -4.9 ± 0.2

Pr -2.7 ± 0.2 Pa -4.7 ± 0.2

Nd -2.6 ± 0.2 U -4.7 ± 0.2

Pm -2.6 ± 0.2 Np -4.7 ± 0.2

Sm -1.6 ± 0.2 Pu -3.5 ± 0.2

Eu -0.3 ± 0.2 Am -2.3 ± 0.2

Gd -3.9 ± 0.2 Cm -4.4 ± 0.2

Tb -3.7 ± 0.2 Bk -2.8 ± 0.2

Dy -2.6 ± 0.2 Cf -1.6 ± 0.2

Ho -2.9 ± 0.2 Es -1.3 ± 0.2

Er -3.1 ± 0.2 Fm -1.1 ± 0.2

Tm -2.3 ± 0.2 Md  0.0 ± 0.2

Yb -1.1 ± 0.2 No +1.3 ± 0.2

  Fig. 7.1-11과 Fig. 7.1-12는 Sm, Eu, Gd이 함유된 수용액에서 H2O2첨가 

유무에 따른 침전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H2O2가 첨가되지 않은 용액의 경우 

Eu은 98%, Sm 및 Gd은 4% 정도 침전됨을 볼 수 있는 반면 H2O2가 0.05M 

포함된 용액의 경우 Eu는 99%, Sm은 35%, Gd은 10% 정도 침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Sm 과 Gd은 현재 실험 방법인 광화학적 조건에서는 

환원이 일어나지 않아 침전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실험 결과 

상당양의 침전이 발생하 다. 

  특히 용매추출 후 RE의 대부분은 Eu과 Sm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H2O2의 사용은 Eu과 Sm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침전 속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H2O2를 사용함으로 해서 

식(2)와 식(3)의 속도가 증진되고 Eu이 재빨리 환원 침전되는 과정에서 Sm

과 Gd이 공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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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Am이 함유된 수용액의 광환원 반응이 수행되었다. 실험 결과는 Fig. 

7.1-13과 Fig. 7.1-14에 나타내었다. Fig. 7.1-13은 H2O2를 함유하지 않은 용

액이며, Fig. 7.1-14는 H2O2가 0.05M 함유된 용액이다. RE의 경우 Am을 포

함하지 않은 RE만의 광 조사 실험 결과(Fig. 7.1-11, Fig. 7.1-12)와 유사한 

거동을 보 으며 Am의 경우 역시 상당히 많은 양이 침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Am이 광 흡수 측면이나 전기화학적 측면에서 환원이 될 수 

없다 할지라도 Eu과의 공침전으로 침전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Am 양이 극히 미량이 첨가되었기 때문에 Eu 등이 침전할 때 흡착되어 함께 

침전될 수도 있다.    

       (3) 유기상에서 Sm, Eu, Gd과 Am의 광환원/침전

           DEPHA/dodecane 유기상에 추출된 RE와 Am의 광화학적 거동

을 조사하기 위해 유기상에서의 각 원소들의 광 흡수 특성이 조사되었다. 

Fig. 7.1-15는 Sm, Eu, Gd 및 Am의 UV spectra들을 보여 주고 있다. 수용

액에서와 같은 유사한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로부터 개별 

원소들의 환원침전 경향도 수용액에서와 같은 결과를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험 방법으로 반응용기에 0.05M (NH4)2SO4을 함유하는 수용액을 먼

저 넣고 RE와 Am이 추출된 유기용매를 넣었다. 환원제인 isopropyl alcohol

은 유기상에 혼합시켰다. 두 상은 층 분리가 일어나 바닥은 수용액 그리고 

위 층은 유기상이 위치하 다. 광 조사 결과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나서 두 층 

계면에서 에멀존 현상이 일어나고 서서히 침전이 발생됨을 관찰할 수 있었

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계면에서 식(1)에 의해 생성된 OH 라디칼이 계면

상에 존재하는 환원제를 라디칼화시켜 다시 계면에 존재하는 RE들을 환원시

키고 환원된 RE가 SO4
2-
와 결합하여 에멀존 침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와 같이 두 상의 계면에서 침전이 발생하는 것을 착안하여 두 상을 혼

합시켜 두 상 사이의 계면적을 증가시키면서 광 조사시킨 결과 침전 반응 

속도는 현저히 증가하여 광 조사 2시간 후부터 침전물이 생성되기 시작하

다. 실험 결과는 Fig. 7.1-16에 나타내었다. 광 조사 10시간 후 Eu은 98% 이

상, Sm 및 Gd은 4% 미만이 침전되었음을 보여주는 반면 Am은 20% 정도 

침전되어 있었다. 다시 과산화수소를 수용액 중에 0.05M 첨가하 을 시 침



- 400 -

Time (h)
0 2 4 6 8

Pr
ec

ip
ita

tio
n 

yi
el

d 
of

 e
le

m
en

ts
   

   
   

  (
Sm

,E
u,

 G
d,

A
m

), 
%

0

20

40

60

80

100

Eu

Am

Sm  Gd

[Eu3+]=0.01M
[Sm3+]=0.01M
[Gd3+]=0.01M
[Am3+]=2.3x10-9M
[(NH4)2SO4]=0.1M
[(CH3)2CHOH]=0.5M

        Fig. 7.1-13. Photoreductive precipitation of RE-Am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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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1-15. UV spectrum of each element in DEPHA/Dodec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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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1-16. Photoreductive precipitation of RE-Am mixture in 

                  DEPHA/Dodec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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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속도는 더욱 더 빨라져 4시간 이내에 Eu은 99%, Sm 및 Gd은 10% 미만, 

Am은 25% 정도 침전되었다. 결과는 Fig. 7.1-17에 나타나 있다. 수용액 때

에 비해 Sm 과 Gd의 침전율이 적은 이유는 계면 반응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되지만 Am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RE의 상호분리 차원에서는 유기상에서의 광환원/ 

침전이 유리하지만 본 실험과 같이 궁극적으로 RE로부터 Am을 상호분리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수용액 상에서나 유기상에서나 Am을 분리하기는 어려

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RE가 침전되면서 tracer로 존재하는 Am을 공침

전시키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연구를 위해 많은 

양이 함유된 실폐액 수준의 Am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결과에 따라 광환원/

침전 분리 가능 유무를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언

       (1) 300nm 이하 UV 파장에서 RE와 Am이 UV 파장을 흡수하며 특

히 Eu은 250nm 파장 근방에서 강한 흡수율을 보 다. 

       (2) 수용액상에서의 광환원/침전

         ① RE 염의 무기산 음 이온이 NO3
-
일 경우 환원 침전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Cl
-나 SO4

2-이온의 염이 광환원/침전에 적합하 다.

         ② Eu(III)을 Eu(II)로 환원시키는 환원제로는 isopropyl alcohol이 

적합하 다.

         ③ 침전속도 증진을 위해 미량의 H2O2를 첨가할 시 침전속도는 급

속히 증가하 다. 그러나 많은 양의 과산화수소는 오히려 침전속도를 느리게 

하는데 이것은 Eu(II)가 Eu(III)로 산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④ Eu, Sm, Gd, Am 개별 용액의 광환원/침전 시 Eu만 환원 침전

되나 이들을 혼합한 용액에서는 Eu는 99%, Sm, Gd, Am은 각각 4%, 4%, 

20%의 침전율을 보 다. 

         ⑤ 혼합용액에 과산화수소를 미량 첨가할 시 침전 속도는 빨라지

지만 Sm, Gd의 공침전율은 더욱 더 증가하 다. 그러나 Am의 침전율은 과

산화수소 첨가 유무에 관계없이 공침전율은 20% 정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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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1-17. Effect of H2O2 on photoreductive precipitation of

                    RE-Am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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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기상에서 광환원/침전의 경우 수용액 상에서와 유사한 현상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Eu에 공침전 되는 Sm, Gd의 공침전율은 다소 낮게 나

타났지만 Am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다.  

      (4) 이상의 결과로부터 개별원소의 경우 Eu만이 광환원/침전되지만 혼

합 용액의 경우 Eu이 침전되면서 공침전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

며 Eu의 침전속도가 빠를수록 공침전율도 높게 나타났다. Am의 경우 이론

적으로는 Am의 동반 침전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본 실험에 사용된 

Am이 극 미량인 관계로 높은 공침전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실폐액 

사용 시에는 Am의 공침전율이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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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yridine계 추출제에 의한 Am의 선택적 분리 

     가. 서 언

         3가인 악틴족과 희토류원소(RE)군의 상호분리에 대한 연구가 국내

외에서 많이 수행되고 있으나 두 군의 화학적인 유사성과 악틴족 보다 과량

으로 함유되어 있는 RE들 때문에 Am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데 많은 어려

움이 있어 아직까지 공업적으로 이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

재까지 이 두 군을 추출 분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두 군에 대해 

형성된 복합체의 결합강도의 순서 차이를 이용하거나 복합체의 배위결합 세

기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1]. 전자는 주로 산소 형태

의 hard donor를 이용하는 것으로 복합체 안정도가 이온의 상호작용에 기초

하기 때문에 악틴족과 RE을 분리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후자는 soft donor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이상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soft Cl
- 

donor는 부식 성질과 높은 Cl-농도 사용에 따른 문제들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렵고, di(2-ethylhexyl)dithiophosphoric acid 같은 sulfur donor는 0.05M의 

질산에서 Am과 Eu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나 화학적 안정성이 떨어지

는 단점이 있다. N-heterocyclic donor는 Am과 Eu의 분리가 잘되나 수용상

의 pH가 높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질

소 주개(soft N  donor) 형태인 TPTZ(2,4,6-tri(2-pyridyl)-1,3,5-triazine)은 

Musikas에 의해 제시되어 현재까지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그리

고 TPTZ과 같은 pyridine계 추출제로 아직까지 상품화 되어있지는 않지만 

미량이지만 동반 가능한 금속이온들의 가수분해에 의한 침전이 방지되는 질

산 농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picolinamide(C8H17)가 가능성 있는 또 다른 질

소 주개 추출제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Am과 RE 대표원소로 Eu, Nd을 이용하여 TPTZ과 

picolinamide의 선정 실험을 한 후, 이 추출제를 사용하여 회분식 다성분

(Am, Eu, Nd, Ce, La, Y 등)계에서의 최적 추출조건을 도출하고, 이 조건에

서 다접촉 추출실험에 의한 혼합정치조(mixer-settler)를 구성하여 다성분계

에서의 연속식 추출 특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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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론적 고찰

       (1) TPTZ의 추출 반응

          TPTZ은 pyridine이 함유되어 있는 질소 주개 추출제로 RE보다는 

악틴족에 더 선택성이 있으며, 3가의 금속이온(M
3+
)과는 M-TPTZ

3+
형태의 

착화합물을 형성한다. 그리고 TPTZ과 HDNNS(dinonylnaphthalene sulfonic 

acid)는 식(1)과 같이 반응하고, 금속이온과는 식(2)과 같이 반응하여 금속이

온을 유기상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TPTZ)p + (HDNNS)]q ↔

[TPTZ(HDNNS)2]i[TPTZ(HDNNS)]j(HDNNS)q-2i-j                    (1)

M
3+ + [TPTZ(HDNNS)2]i[(TPTZ)(HDNNS)]j(HDNNS)q-2i-j ↔

M(TPTZ)(DNNS)3[(TPTZ)(HDNNS)2]i-1[(TPTZ)(HDNNS)]j(HDNNS)q-2i-j-1

+ 3H+                                                              (2)

  여기서, p = i + j, 밑줄은 유기상, M은 3가 이온 금속을 나타낸다. 

       (2) Picolinamide(C8H17)의 추출 반응

          Picolinamide(C8H17)는 질소 주개가 함유되어 있는 전형적인 ‘soft 

donor’ 추출제로 TPTZ과 같이 RE보다는 악틴족에 더 선택성 있다. 이 추출

제는 질산이 없는 용액에서는 금속이온들과 식(3)과 같이 반응하고, 질산매

질에서는 식(4)과 같이 반응하여 금속이온들을 유기상으로 이동시키는 것으

로 추측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반응 메커니즘은 알려져 있지 않다

[12].

  mM
3+
 + 3mNO3

- + nE ↔ (M)m(NO3)3m․En                       (3)

  nE + yH+ + mM3+ + (3m+y)NO3
- 
↔ (E)n․(M)m(NO3)3m+y․(H)y    (4)

  여기서, 밑줄은 유기상, M은 3가 금속이온, E는 picolinamide(C8H17)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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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며, m, n 및 y는 매질, 희석제 등에 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

확한 값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M의 분배계수, DM=(유기상의 M 농

도)/(수용상의 M 농도), 분리인자, SFA/B=DA/DB으로 정의된다. 

     다. 실 험

       (1) 시약

          용액제조 시 사용한 Am-241과 Eu-152는 Isotope Product Lab.에

서 구매하 고, 기타 시약들은 Aldrich사 제품의 특급 시약으로 정제 과정 

없이 직접 사용하 다. 그리고 각 원소의 농도 및 성분계는 Table 7.2-1과 

같이 Am-241과 Eu-152를 제외하고는 실제 고준위 방사성 액체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각 원소의 농도와 같게 제조하여 사용하 다.

 

Table 7.2-1. Component Systems and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Simulated Liquid waste.

  Element     Compound      Concentration (M)
  Component

   System

  Am-241      AmCl3   trace amount(10
-8
∼10

-9
)

 4

 6

 8

  Eu-152      EuCl3   trace amount(10
-8
∼10

-9
)

    Eu  Eu(NO3)3․5H2O           0.0019

    Nd  Nd(NO3)3․6H2O           0.0434

    Ce  Ce(NO3)3․6H2O           0.033

    La  La(NO3)3․6H2O           0.0147

    Y  Y(NO3)3․6H2O           0.0084

    Cs  CsNO3           0.0371

    Sr  Sr(NO3)2           0.0165

       (2) 분석

          방사성 동위원소인 Am-241과 Eu-152는 MCA(Multichannel 

Analyzer: Oxford Instruments Inc.)로 분석하 고, Nd는 UV Spectrophoto 

meter(Hewlett-Packard, HP 8453)로, Cs와 Sr는 AA(Atomic Adsorption 

Spectrometer, Hitachi Model : 180.80)로, 그리고 기타 원소들은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scopy : Jobin Yvon 

model JY 38 plus)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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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결과 및 고찰

       (1) Pyridine계 추출제의 추출 특성 비교

          Tracer 수준의 Am-241과 Eu-152 그리고 실폐액 농도와 같은 

0.0434M의 Nd가 함유되어 있는 모의폐액을 각각 제조하여 TPTZ과 picolin 

amide의 추출실험을 수행하 다. 이 추출실험은 회분식으로 16mL vial을 사

용하 고, 상비 실험을 제외하고는 같은 부피의 모의용액과 추출제를 넣고, 

23±1℃에서 vortex mixer의 최고 속도로 5분 동안 혼합한 후 완전히 상분

리가 되도록 24시간 방치 한 다음 일정양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 다. 

         (가) 단일성분계에서 TPTZ의 추출 특성

          ① 질산농도의 향

             Fig. 7.2-1은 TPTZ을 추출제, HDNNS(HO3SC10H5(C9H19)2)를 

첨가제, CCl4를 희석제로 사용하 을 때 모의폐액의 질산 농도 변화에 따른 

Nd, Eu-152와 Am-241의 추출율 변화를 도시한 그림으로 질산 농도가 

0.0625M에서 0.5M으로 증가함에 따라 HDNNS의 정제 여부에 관계없이 Nd, 

Eu-152와 Am-241의 추출율은 모두 감소하며, 정제된 HDNNS를 사용한 경

우 Am-241의 추출율은 약 93%에서 12%로 급격히 감소하 고, Eu-152와 

Nd의 추출율도 각각 약 23%와 약 20%에서 2%와 5%로 감소하 다. 그 결

과 질산 농도가 낮을 수록 Am-241과 Eu-152, Nd의 분리가 잘 되나 질산 

농도가 너무 낮으면 동반 가능한 미량의 불순물들의 침전이 일어나기가 쉬

워 대략 0.125M의 질산 농도가 좋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HDNNS를 정

제하지 않고 사용하면 Nd, Eu-152와 Am-241의 추출율이 약간 증가하 는

데 이는 불순물로 존재하는 dinonylnaphthalene의 술폰화 부산물인 다양한 

이성체들에 의해 금속이온의 일부가 추출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② HDNNS 농도의 향

             Fig. 7.2-2는 HDNNS 농도 변화에 따른 Nd, Eu-152와 Am- 

241의 추출율 변화를 도시한 그림으로 HDNNS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제

된 HDNNS를 사용한 경우 Am-241의 추출율은 약 61%에서 98%로 증가하

고, Eu-152와 Nd의 추출율도 각각 약 5%와 약 6%에서 90%와 40%로 증가

하 다. HDNNS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Am-241과 Eu-152, Nd의 상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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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잘 되나 너무 낮은 HDNNS 농도에서는 Am-241의 추출율도 같이 낮

아지므로 Eu-152와 Nd의 추출율 변화가 적은 약 0.05M의 HDNNS의 농

도가 적당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HDNNS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HDNNS)m(TPTZ)n의 m/n 비가 약 0.78에서 6.25로 증가하는 데 이 

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 추출제와 금속이온과의 결합이 잘 이루어지고 유

기상으로의 이동이 잘 이루어져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③ TPTZ 농도의 향

         Fig. 7.2-3은 TPTZ 농도 변화에 따른 Nd, Eu-152와 Am- 241

의 추출율 변화를 도시한 것으로 TPTZ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Nd, Eu-152

와 Am-241의 추출율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와 같은 현상은 

HDNNS의 농도가 0.05M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TPTZ 농도가 증가하여도 반

응식(1)과 같은 추출제 화합물의 양은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과량으로 존재

하는 TPTZ이 금속이온들의 추출에 부정적인 향을 주어 일어난 결과로 생

각된다.

          ④ 상분리 시작 시간에 미치는 HDNNS 정제의 향

         Fig. 7.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제하지 않은 HDNNS를 사용

하면 HDNNS 농도가 약 0.05M까지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분리 시작 

시간은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하 다. 그러나 정제한 

HDNNS를 사용하면 HDNNS 농도가 증가하여도 상분리 시작 시간은 큰 변

화가 없었으나 정제하지 않은 경우보다 0.05M HDNNS에서 상분리 시작시

간이 약 1/8로 줄어들었다. 이는 0.05M HDNNS에서 (HDNNS)m(TPTZ)n의 

m/n 비가 약 1.6으로 존재하는 추출제 화합물의 이용이 최대가 되고 정제함

으로써 불순물이 제거되어 유기상의 점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

로 생각된다.  Fig. 7.2-5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질산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HDNNS를 정제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는 상분리 시작 시간이 급격히 감

소하나 HDNNS를 정제하여 사용하면 경향은 같으나 상분리 시작 시간이 짧

고 변화가 작았다. 이는 질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금속이온들의 추출율이 

급격히 떨어져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정제하지 않은 경우는 불

순물로 존재하는 이성체에 의해 점도가 높아 상 분리되는데 시간이 더 소요

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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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 g .  7 . 2 - 5 .  E f f e c t  o f  P h a s e  S e p a r a t i o n  T i m e  o n  t h e  N i t r i c  A c i d
                 C o n c e n t r a t i o n  a n d  t h e  H D N N S  P u r i f i c a t i o n  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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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Picolinamide 합성 및 단일성분계에서의 추출 특성

          ① Picolinamide(C8H17) 합성

             Picolinamide(C8H17)는 상품으로 판매되지 않아 Cuillerdier와 

Musikas가 제시한 방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성하여 사용하 다[11, 

12]. 질소 분위기의 반응용기에 picolinic acid와 benzene를 넣고, oxalyl 

chloride와 pyridine을 첨가한 후 약 70℃에서 4∼5시간 동안 환류시키면서  

교반한다. 반응이 완결된 혼합물을 실온에서 식힌 다음 rotary evaporator와 

진공 펌프를 이용하여 solvent를 완전히 제거하면 짙은 검은색 고체의 

picolinyl chloride가 얻어진다. Ice bath에서 이 picolinyl chloride와 dichloro 

methane를 질소 분위기의 반응용기에 넣고 교반하면서 triethyl amine을 주

입한 후 octyl amine를 첨가하면 짙은 갈색 용액으로 변한다. 이 용액을 실

온에서 2∼3시간 동안 교반한 후에 TLC로 반응의 진행을 검사한다. 반응이 

완결되었으면 이 반응 혼합물을 separatory funnel에 넣고 유기층을 sodium 

hydrogen carbonate 용액으로 2∼3번 씻어준 다음에 증류수로 2번 더 씻어

준다. 유기층을 분리하여 anhydrous magnesium sulfate로 건조시킨 다음 

magnesium sulfate를 여과하여 제거한 거른 액을 rotary evaporator를 이용

하여 solvent를 증류하면 짙은 갈색의 생성물이 얻어진다. 이 생성물을 정제

하기 위하여 dichloromethane으로 silica gel을 충진시킨 column chromato 

graphy에 주입하고 1/4 ethyl acetate-hexane으로 용리하면 먼저 spot이 제

거되고 그 다음에 product가 얻어 진다. 마지막으로 이 생성물을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solvent를 증류하고, 진공 펌프로 solvent를 완전히 

제거하면 갈색의 picolinamide(C8H17) 용액이 얻어 진다. 이 생성물을 IR 

spectrum, NMR spectrum 및 질량 분석을 하여보니 아주 순수하고 분자량

이 234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② Picolinamide(C8H17)의 추출 특성

             Picolinamide를 추출제, C6H6이나 CCl4를 희석제로, LiNO3이나 

HDNNS를 첨가제로 사용하 다. 그 이외에는 TPTZ과 같은 실험조건에서 

수행하 다.

            ㉮ Picolinamide(C8H17) 농도의 향

               Fig. 7.2-6은 picolinamide 농도 변화에 따른 Am-241,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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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및 Nd의 추출율 변화를 도시한 그림으로 1M 미만의 농도에서는 

Am-241이 아주 작게 추출되고 Nd 와 Eu-152는 추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

다. 그러나 picolinamide 농도가 1M에서 2M으로 증가함에 따라 Am-241의 

추출율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2M보다 높아지면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

었다. Nd와 Eu-152의 추출율 변화는 같은 경향을 보여 picolinamide 농도가 

1M에서 3M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나 Am-241의 추출

율 증가보다는 작았고, 3M 이상에서는 증가율이 약간 둔화되었다.  

  Fig. 7.2-7은 Fig. 7.2-6의 추출율 대신에 분리인자로 나타낸 그림으로 

picolinamide 농도가 약 2M에서 Am-241과 Eu-152, Nd의 분리가 가장 잘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picolinamide의 농도가 너무 높으며 Nd, Eu- 

152와 Am-241의 추출율이 모두 높아 상호 분리가 잘 안되고, 너무 낮으면 

Nd, Eu-152와 Am-241의 추출율이 모두 낮아 분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

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Nd, Eu-152와 Am-241의 추출율 차이가 가장 큰 

약 2M의 picolinamide 농도가 좋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 조건에서 Nd, 

Eu-152와 Am-241의 추출율은 각각 30.9%, 29.8%와 80.8%이고 Am-241과 

Eu-152의 분리인자는 약 9.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picolinamide가 

RE보다 악틴족 원소에 더 선택성이 있는 질소 주개 화합물의 일반적인 특징

을 지니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 LiNO3 및 질산 농도의 향

               Fig. 7.2-8은 LiNO3 및 질산 농도 변화에 따른 Nd의 추출율 

변화를 도시한 그림으로 Nd의 추출율은 LiNO3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질산

농도에 무관하게 증가하여 3M과 5M 사이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 다. 이

와 같은 현상은 LiNO3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질산염이 많아지기 때문에 식

(4)의 반응에 의한 Nd의 추출이 잘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질산 농

도에 따른 Nd의 추출율 변화는 LiNO3 농도에 향을 받아 1M 이하에서는 

질산농도의 향을 거의 받지 않았으나 LiNO3 농도가 1M에서 3M사이에서

는 질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리 Nd의 추출율은 증가하 다. 그러나 3M 이상

의 LiNO3 농도에서는 질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Nd의 추출율은 증가하다

가 감소하여 약 0.125M의 질산농도에서 가장 높고 1M, 0.01M 순서로 감소

하 다. 이는 LiNO3 농도가 1M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식(4)의 반응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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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7. Effect of Picolinamide(C8H17) Concentration on 
                 the Separation Factors(SFAm/Eu and SFAm/Nd) at
                 [LiNO3]=3M and [HNO3]=0.1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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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8. Extraction Yield of Nd with Changes of LiNO3

                 Concentration for Various HNO3 Concentration
                 at [Picolinamide(C8H17)]=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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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염이 부족하여 Nd의 추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나 LiNO3 농도가 1M에

서 3M사이에서는 질산의 질산염이 식(4)의 반응에 참여하여 질산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질산염도 증가하게 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3M 

이상으로 LiNO3 농도가 높아지면 질산 및 LiNO3의 질산염이 식(4)의 반응에 

따라 Nd의 추출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일부의 질산염은 식(5)과 같이 추출

제와 반응하여 질산만을 추출하는 부가 반응이 일어나 추출제를 소모하기 

때문에 질산농도가 0.125M보다 1M의 질산 농도에서 Nd 추출이 낮게 나타

난 것으로 생각된다.

   nE + yH
+
 + yNO3

- 
↔ (E)n․(HNO3)y                            (5)

  Fig. 7.2-9는 LiNO3 및 질산 농도 변화에 따른 Eu-152의 추출율 변화를 

도시한 그림으로 LiNO3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질산농도에 무관하게 Eu- 

152의 추출율은 증가하다가 LiNO3 농도가 5M 이상에서는 Eu-152의 증가속

도가 둔화되었다. 그러나 질산 농도에 따른 Eu-152의 추출율 변화는 LiNO3 

농도에 향을 받아 3M 미만의 LiNO3 농도에서는 질산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Eu-152의 추출율은 증가하다가 LiNO3 농도가 3M 이상이 되면 질산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Eu-152의 추출율은 증가하다가 감소하여 약 0.125M의 

질산농도에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Eu-152가 Nd와 같은 RE로 

Nd와 같은 경향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7.2-10은 LiNO3 및 질산 농도 변화에 따른 Am-241의 추출율 변화를 

도시한 그림으로 LiNO3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질산농도에 무관하게 

Am-241의 추출율은 Nd와 Eu-152보다 더 급격히 증가하 다. 이는 LiNO3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질산염이 많아지기 때문에 식(4)의 반응이 용이하고 

질소주개 추출제인 picolinamide가 RE인 Nd와 Eu-152보다 악틴족 원소인 

Am-241에 대한 선택성이 높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질산 농도에 따른 Am-241의 추출율 변화는 Nd 및 Eu-152와 마찬가지로 

LiNO3 농도에 향을 받아 2M 이하의 LiNO3 농도에서는 질산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Am-241의 추출율은 증가하고, LiNO3 농도가 2M 이상에서는 질

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m-241의 추출율은 증가하다가 감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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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9. Extraction Y ield of Eu w ith  Changes of LiNO 3

                 Concentration for Various HNO 3 Concentration 
                 at [P icolinam ide(C 8H 17)]=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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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0. Variation of the Extraction Y ield of Am  w ith the LiNO 3

                   Concentration for Various HNO 3 Concentrations 
                   at [P icolinam ide(C 8H 17)]=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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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M의 질산 농도에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Am-241이 Nd와 

Eu-152와 같은 3가의 금속이온으로 picolinamide과의 반응성에는 차이가 있

으나 물리화학적 성질이 유사하여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리고  Fig. 7.2-8, 9, 1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LiNO3 농도가 너무 낮으면 

Nd, Eu-152 및 Am-241의 추출율이 너무 낮고, 반대로 LiNO3 농도가 너무 

높으면 Nd, Eu-152 및 Am-241의 추출율이 너무 높아 상호 분리가 잘 일어

나지 않기 때문에 Nd, Eu-152와 Am-241을 상호 분리하기 위해서는 추출율 

차이가 큰 3M의 LiNO3 농도가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질산농도는 

Nd, Eu-152와 Am-241의 추출이 잘되는 0.125M 정도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사료된다.

            ㉰ 희석제 및 첨가제의 향

               Fig. 7.2-11은 희석제의 향을 LiNO3 농도에 따라 도시한 

그림으로 C6H6을 희석제로 사용한 경우가 CCl4를 사용한 경우보다 Nd, 

Eu-152와 Am-241의 추출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Fig. 7.2-12는 Fig. 

7.2-11의 추출율 대신에 분리인자로 나타낸 그림으로 C6H6이나 CCl4 중 어느 

것을 희석제로 사용하여도 악티족인 Am-241과 RE인 Eu- 152, Nd을 상호

분리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C6H6을 희석제로 사용한 경우 

Am-241과 Eu-152, Am-241과 Nd의 분리인자는 각각 9.9와 9.4로 차이가 별

로 없었으나 CCl4의 경우는 각각 12.9와 5.7로 차이가 있어 악티나이드 원소

와 RE를 그룹으로 분리하는 데는 희석제로 C6H6을 사용하는 것이 CCl4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C6H6은 비중이 0.882인 방향족 화합물이고, 

CCl4는 비중이 1.594인 지방족 화합물으로 식(4)의 반응이 C6H6에서 더 잘 

일어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Fig. 7.2-13은 LiNO3과 HDNNS 첨가제에 따른 Nd, Eu-152와 Am-241의 

추출율 변화를 도시한 그림으로 Nd, Eu-152와 Am-241의 추출율은 첨가제 

농도가 증가할 수록 증가하나 증가율은 HDNNS보다 LiNO3가 컸다. 이와 같

은 현상은 이들 첨가제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LiNO3은 

무기염으로 수용 상에 용해되나 HDNNS는 유기물로 희석제인 C6H6에 용해

되기 때문에 용해도와 유동성이 감소하여 0.5M이상으로 첨가할 수 없어 나

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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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1. Extraction Yields of Am, Eu and Nd with Changes
                    of LiNO3 Concentration for Different Diluents at 
                    [Picolinamide(C8H17)]=2M and [HNO 3]=0.1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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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 7 .2-13 . E ffect o f L iN O 3 C oncentration  and H D N N S C oncentra tion
                   on the Extraction  Y ie lds o f Am , Eu and N d at [P ico linam ide
                   (C 8H 17)]=2M  and [H N O 3]=0.12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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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분리 시간에 미치는 LiNO3 농도의 향

               Fig. 7.2-14는 picolinamide 및 질산 농도가 각각 2M과 

0.125M일 때 LiNO3 농도 변화에 따른 상분리 시간 변화를 도시한 그림으로 

LiNO3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희석제에 관계없이 LiNO3 농도가 약 3M 까지

는 증가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그 결과 Nd, Eu-152

와 Am-241의 상호분리가 잘 일어나는 3M LiNO3에서 희석제로 C6H6을 사

용한 경우의 상분리 시간은 5분 50초로 최대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희석제로 

CCl4를 사용한 경우의 상분리 시간은 55분으로 C6H6을 사용한 경우보다 상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LiNO3이 식(4)과 같이 질산

염의 과다가 금속이온 추출에 향을 주어 3M의 LiNO3 이용이 최대가 되고 

그 이상에서는 식(5)과 같은 반응도 함께 일어나 반응이 빨리 종결되고, 추

출생성물이 CCl4보다는 C6H6에 잘 용해되어 유기상으로의 이동이 빠르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 TPTZ과 Picolinamide(C8H17)의 비교

              자체 합성한 picolinamide도 성능을 향상시키면 악틴족과  

RE를 상호 분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TPTZ 추출제가 

picolinamide보다 Am과 RE의 상호분리인자가 높고, 추출제 및 첨가제 사용

량이 적어 차후 실험에서는 TPTZ를 추출제로 고정하여 사용하 다.

       (2) TPTZ에 의한 Am/RE 추출

         (가) 다성분계에서 TPTZ의 추출 특성 

          ① HDNNS 농도의 향

             Am-241의 추출율은 Fig. 7.2-15와 같이 HDNNS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모든 성분계에서 증가하고 1, 4, 6, 8성분계와 같이 모의폐액 내의 

금속이온 농도가 증가하면 감소하 다. 그리고 Eu-152 추출율은 Fig. 7.2-16

과 같이 Am-241과 경향은 같으나 추출율은 훨씬 낮았다. 이는 TPTZ이 

Pyridine을 함유하고 있는 질소 주개 추출제로서 RE보다는 Am-241에 더 선

택성이 있고, HDNNS를 첨가되면 식(2)과 같이 금속이온들이 유기상으로 추

출되기 때문에 Am-241과 Eu-152 추출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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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5. Effect of HDNNS Concentration on the Am Extraction 
                   Yield for Various Component Systems at [TPTZ]=0.032M 
                   and [HNO3]=0.1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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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6. Effect of HDNNS Concentration on the Eu Extraction
                   Yield for Various Component Systems at [TPTZ]=0.032M
                   and [HNO3]=0.1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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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성분계에서의 Am-241과 Eu-152의 추출율이 1성분계보다 낮은 것은 

Am-241과 Eu-152의 추출에 사용되어야 할 추출제의 일부가 공존하는 다

른 원소들의 추출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Am-241과 Eu-152의 추출율이 

1성분계보다 4, 6, 8성분계에서 상당히 낮고 4, 6, 8성분계에서의 추출율 차

이가 작은 것은 Am-241과 Eu-152의 추출율이 각각의 원소들의 향보다

는 수용상에 존재하는 총 금속이온 농도에 더 많은 향을 받고, 추출제 

농도보다 금속이온 농도가 낮은 역에서의 추출율 변화가 추출제 농도보

다 금속이온 농도가 높은 역에서의 추출율 변화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

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Fig. 7.2-17은 HDNNS 농도 변화에 따른 Am-241과 함께 공존하는 

Eu-152, Nd, Ce, La 및 Y의 추출율로서 HDNNS 농도가 0M에서는 모든 원

소들이 거의 추출되지 않으나 HDNNS 농도가 0.025M에서 0.2M으로 증가함

에 따라 Am-241의 추출율은 약 30%에서 약 58%로 증가하고, Nd, Ce, 

Eu-152, La 및 Y의 추출율도 대략 2∼4%에서 17∼27%로 증가하 다. 이는 

단일성분계에서와 마찬가지로 HDNNS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Am-241과 

RE들과의 상호 분리가 잘 되나 너무 낮은 HDNNS 농도에서는 Am-241의 

추출율도 같이 낮아지므로 약 0.05M의 HDNNS 농도가 좋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Eu-152를 제외하면은 금속이온의 농도가 높을수록 추출이 잘 일

어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Eu-152의 TPTZ에 대한 형성상수가 약 3.1인데 

비해 La과 Nd의 형성상수는 각각 2.23과 2.8로 약간 낮아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되나 Ce과 Y는 자료가 없어 확인하지 못하 다.

          ② TPTZ 농도의 향

             Fig. 7.2-18과 Fig. 7.2-19는 TPTZ 농도 변화에 따른 Am- 

241과 Eu-152 추출율을 각각의 성분계에 대해 도시한 것으로 TPTZ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1성분계에서는 Am-241과 Eu-152 추출율이 약간 감소하 으

나 4, 6, 8성분계에서는 TPTZ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역으로 Am-241과 

Eu-152의 추출율이 미미하나마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리고 주어진 

TPTZ 농도에서의 Am-241과 Eu-152 추출율은 1, 4, 6, 8성분계 순으로 감

소하 으나 1성분계와 4, 6, 8성분계의 Am-241과 Eu-152 추출율 차이는 다

성분계 상호의 추출율 변화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같이 1성분계와 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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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7. Extraction Yields of Am, Eu, Nd, Ce, La and Y with the
                   HDNNS Concentration for 6 Components System
                   at [TPTZ]=0.032M and [HNO3]=0.1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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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8. Effect of TPTZ Concentration on the Am Extraction
                   Yield for Various Component Systems at [HDNNS]=
                   0.05M and [HNO3]=0.1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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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9. Effect of TPTZ Concentration on the Eu Extraction
                   Yield for Various Component Systems at [HDNNS]=
                   0.05M and [HNO3]=0.1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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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20. Extraction Yields of Am, Eu, Nd, Ce, La and Y with the
                   TPTZ Concentration for 6 Components System
                   at [HDNNS]=0.05M and [HNO3]=0.1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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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계의 경향이 정반대인 것은 수용액 내의 금속이온 농도와 추출제 농도

와의 상관관계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즉, 수용액 내의 금속이

온 농도보다 추출제 농도가 많은 상태에서 추출제가 증가하면 증가할 수

록 과잉의 TPTZ들이 금속이온들의 추출을 방해하게 되어 1성분계에서의 

Am- 241과 Eu-152 추출율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나, 수용액 내의 금속이

온 농도 보다 추출제 농도가 적은 4, 6, 8성분계에서는 TPTZ이 부족한 상

태에서 TPTZ이 첨가되는 것이므로 Am-241과 Eu-152의 추출율은 증가하

게 될 것이나 HDNNS의 농도가 0.05M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유기상으로의 

이동에 제약을 받게되어 상승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Fig. 7.2-20은 TPTZ 농도 변화에 따른 Am-241, Nd, Ce, Eu-152, La 및 

Y의 추출율로서 TPTZ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원소들의 추출율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Am-241의 추출율 증가가 Nd, Ce, Eu-152, La 및 

Y의 추출율 증가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질소주개 

추출제인 TPTZ이 RE보다는 Am-241에 선택성이 있고, 추출제 농도보다 전

체 금속이온 농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③ HNO3 농도의 향

             Fig. 7.2-21은 각각의 성분계에 대한 모의폐액의 질산농도 변

화에 따른 Am-241 추출율로 질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성분계에서의 

Am-241 추출율은 급격히 감소하 다. 그리고 Am-241의 추출율은 모의폐액 

내에 존재하는 금속이온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1성분계보다는 4, 

6, 8성분계에서 훨씬 작았다. 

  Fig. 7.2-22는 질산농도 변화에 따른 각각의 성분계에서 Eu 추출율로, 1성

분계에서는 질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Eu-152 추출율은 급격히 감소하 으

나 4, 6, 8성분계에서는 감소 폭이 작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질산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H
+과 금속이온의 경쟁이 심해지고, 0.1M 이상의 질산농도에서

는 일부의 추출제가 H+과 반응하여 TPTZHn
n+
과 같은 착화합물을 형성하여 

수용액에 용해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Fig. 7.2-23은 모의폐액의 질산농도 변화에 따른 Am-241, Nd, Ce, 

Eu-152, La 및 Y의 추출율로서 질산농도가 0M에서 0.5M으로 증가함에 따

라 Am-241의 추출율은 급격히 감소하 으며, Nd, Ce, Eu-152, La 및 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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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21. Effect of HNO3 Concentration on the Am Extraction
                   Yield for Various Component Systems at [TPTZ]=
                   0.032M and [HDNNS]=0.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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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22. Effect of HNO3 Concentration on the Eu Extraction
                   Yield for Various Component Systems at [TPTZ]=
                   0.032M and [HDNNS]=0.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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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23. Extraction Yields of Am, Eu, Nd, Ce, La and Y with the 
                   Nitric Acid Concentration for 6 Components System
                   at [TPTZ]=0.032M and [HDNNS]=0.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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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24. Effect of O/A Ratio on the Am Extraction Yield for 
                   Various Component Systems at [TPTZ]=0.032M,
                   [HDNNS]=0.05M and [HNO3]=0.1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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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율은 Am-241과 경향은 같으나 감소 폭은 상당히 작았다. 즉, Am-241의 

추출율은 약 52%에서 약 8%로 급격히 감소하 으나, Nd, Ce, Eu-152, La 

및 Y의 추출율은 약 9∼12%에서 약 3∼5%로 감소하 다. 그 결과 동반 가

능한 미량의 불순물들의 침전이 일어나지 않고, 상분리가 가장 잘되는 약 

0.125M의 질산 농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E의 추출율 변화가 

Am-241에 비해 적게 나타난 것은 RE의 농도가 Am-241에 비해 월등히 높

고 추출율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④ 상비의 향

             Fig. 7.2-24는 각각의 성분계에서 상비 변화에 따른 Am-241 

추출율 변화로 상비가 증가함에 따라 Am-241 추출율은 모든 성분계에서 급

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Fig. 7.2-25는 각각의 성분계에서 상비 변화에 

따른 Eu-152 추출율 변화로 Am-241과 같은 경향을 보이나 1성분계에서는 

Eu-152 추출율 증가가 Am-241보다 크고, 다성분계에서는 Eu-152 추출율 

증가가 Am-241 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상비가 증가함에 따

라 유기상의 부피 즉, 추출제의 양이 많아지므로 당연히 Am-241과 Eu-152

의 추출율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단일 성분계에서 Eu-152 추출율 증가가 

Am-241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Am-241의 추출율이 상비가 낮은 역에서

도 높아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적었기 때문이며, 다성분계에서 Eu-152 보

다 Am-241의 추출율 증가가 큰 것은 추출제에 대한 선택성 차이와 Eu-152

와 다른 RE들과의 경쟁에 기인한 것 같다. 

  Fig. 7.2-26은 상비 변화에 따른 Am-241, Nd, Ce, Eu-152, La 및 Y의 추

출율로서 상비가 0.5에서 3으로 증가함에 따라 Am-241, Nd, Ce, Eu-152, La 

및 Y의 추출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각 RE의 추출율은 Nd, Ce, Eu-152, La, Y 순으로 작았으며, 

Eu-152를 제외하면은 금속이온의 농도가 높을 수록 추출율이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RE들의 특성과 수용액의 금속이온 농도의 향으로 사료된다. 그리

고 상비가 증가함에 따라 RE들의 추출율 차이가 증가한 것은 상비가 증가하

여도 수용상의 부피와 금속이온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추출제 양은 

증가하게 되어 증가된 추출제 부피만큼 추출율이 누적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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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26. Extraction Yields of Am, Eu, Nd, Ce, La and Y with the O/A
                   Ratio for 6 Components System at [TPTZ]=0.032M, 
                   [HDNNS]=0.05M and [HNO3]=0.125M.

O/A (-)

0.0 0.5 1.0 1.5 2.0 2.5 3.0 3.5

Ex
tra

ct
io

n 
Yi

el
d 

(%
)

0

25

50

75

100

   Am-241 
   Eu-152 
   Nd 
   Ce 
   La
   Y

Fig. 7.2-25. Effect of O/A Ratio on the Eu Extraction Yield for 
                   Various Component Systems at [TPTZ]=0.032M,
                   [HDNNS]=0.05M and [HNO3]=0.1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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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접촉 추출 특성

          ① 접촉 횟수의 향 

             Fig. 7.2-27은 0.032M TPTZ, 0.05M HDNNS, 0.125M HNO3 

및 상비 1의 최적조건에서 접촉 횟수에 따른 6성분(Am-241, Eu-152, Nd, 

Ce, La 및 Y)계의 누적 추출율을 도시한 그림으로 접촉 횟수가 증가함에 따

라 Am-241, Eu-152, Nd, Ce, La 및 Y의 누적 추출율은 모두 증가하 으나 

그 경향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 다. 즉, Am-241의 누적 추출율은 4회 접

촉까지는 급격히 증가하고 5회 접촉 이후에는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8회 접

촉에서는 100%가 되었으나 RE들인 Eu-152, Nd, Ce, La 및 Y의 누적 추출

율은 접촉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 다. 이는 Am-241과 

RE들을 함유하고 있는 모의 폐액이 접촉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복하여 새

로운 추출제와 접촉하게 됨으로써 Am-241과 RE들의 추출량이 누적되어 나

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되며, 특히 Am-241은 추출제에 대한 선택성이 좋아 4

번째 접촉에서 약 92%가 추출되어 그 이후의 접촉부터는 추출제에 비해 수

용상에 남아있는 Am-241의 량이 적어 완만한 상승을 보이나 RE들은 8회 

접촉 시에도 추출제에 비해 수용상에 남아있는 RE들의 량이 많아 접촉횟수

에 무관하게 같은 량의 추출이 일어나 선형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7.2-28은 Fig. 7.2-27과 같은 실험조건에서 접촉 횟수에 따른 Am-241과 

Eu-152의 누적 분배계수 및 누적 분리인자를 도시한 그림으로 4회의 접촉 

횟수까지는 Am-241의 누적 분배계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5회부터는 급격히 

상승하다가 8회에서는 Am-241이 모두 추출되어 누적 분배계수가 무한대가 

되나 Eu-152의 누적 분배계수는 접촉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미하게 증가

하고 값이 작아 그림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고, Am-241과 Eu-152의 누적 분

리인자는 접촉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8회에

서는 전과 같은 이유로 도시할 수 없었다. 이는 TPTZ이 Pyridine을 함유하

고 있는 질소 주개로 금속이온(M
+3
)과는 M-TPTZ

3+
형태의 착화합물을 형성

하여 유기상으로 추출되나 RE보다는 Am-241에 더 선택성이 있기 때문에 

Am-241의 누적 분배계수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 Eu-152의 누적 분배계

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아 접촉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Am-241과 Eu-152의 

누적 분리인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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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2-27. Accumulated Extraction Yields of  Am, Eu, Nd, Ce,  La

                  and Y with the Contact Times at [TPTZ]=0.032M,
                  [HDNNS]=0.05M, [HNO3]=0.125M and O/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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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2-28. Accumulated Separation Factor of  Am/Eu and

                       Accumulated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Am,

                       Eu with the Contact Times at  [TPTZ]=0.032M, 

                       [HDNNS]=0.05M, [HNO3]=0.125M and O/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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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상비의 향      

             Fig. 7.2-29와 Fig. 7.2-30은 접촉 횟수가 각각 4회와 8회인 경

우의 Am-241, Eu-152, Nd, Ce, La 및 Y의 누적 추출율을 상비(유기상 부피

/수용상 부피) 변화에 따라 도시한 그림으로 상비가 0.5에서 2로 증가함에 

따라 Am-241, Eu-152, Nd, Ce, La 및 Y의 누적 추출율은 접촉 횟수와 무관

하게 증가하 으나 Y의 누적 추출율은 다른 RE에 비해 월등히 낮아 TPTZ

에 의해 추출이 잘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비가 0.5이고 8회 접촉하

을 때 Am-241의 누적 추출율이 약 94%, RE 중에서 가장 높은 누적 추출

율을 보이는 Nd가 약 34%인데 비해 상비를 2로 증가시키면 Am-241의 누

적 추출율은 100%, Nd의 누적 추출율은 약 97%으로 증가되나, 악틴족과 

RE들을 상호분리하기 위해서는 RE들의 추출은 억제시키고 악틴족 원소의 

추출은 높일 수 있는 1의 상비가 좋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상비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상의 부피 즉, 추출제의 량이 많아지므로 증가된 

추출제 부피만큼 금속이온들의 추출율이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

다. 그리고 각 RE의 누적 추출율은 모든 상비에서 Nd, Ce, Eu-152, La, Y 

순으로 작았으며, Eu-152를 제외하면은 금속이온의 농도가 높을 수록 누적 

추출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RE들의 TPTZ에 대한 친화도 차이와 3가인 

Eu-152가 2가 원소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갖는 것과 수용액의 금속이온 농

도가 높을수록 추출제와 접촉하기가 쉬워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③ 수용상의 금속이온(Eu)농도 향

             Fig. 7.2-31과 Fig. 7.2-32는 0.032M TPTZ, 0.05M HDNNS, 

0.125M HNO3 및 상비 1에서 수용상의 금속이온(Eu)농도 변화에 따른 각 접

촉 횟수에서의 Am-241과 Eu-152의 누적 추출율을 도시한 그림이다. 그림에

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Am-241의 누적 추출율은 수용상의 금속이온(Eu)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4회 접촉까지는 급격히 감소하다가 5회에서 8회까지는 

감속 폭이 5% 이내로 작았고, Eu-152의 누적 추출율은 수용상의 금속이온

(Eu)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접촉 횟수에 무관하게 거의 같은 비율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 다. 그리고 여기에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RE들도 

Eu-152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용상의 금속

이온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m-241 추출에 사용되어야 할 추출제가 수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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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2-29. Accumulated Extraction Yields of Am, Eu,

                              Nd, Ce, La and Y with the O/A Ratio at

                              Contact Time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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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2-30. Accumulated Extraction Yields of Am,

                                  Eu, Nd, Ce, La and Y with the O/A 

                                  Ratio at Contact Times=8.



- 437 -

       

E u  C o n c e n t r a t i o n  ( M )

Ac
cu

m
ul

at
ed

 E
xt

ra
ct

io
n

   
  Y

ie
ld

s 
of

 A
m

 (%
)

   1  
   2  
   3  
   4  
   5  
   6  
   7  
   8  

           Fig. 7.2-31. Accumulated Extraction Yields of  Am with the

                       Eu Concentration in the Aqueous Phase for Each
                       Contact Times at  [TPTZ]=0.032M, [HDNNS]=

                       0.05M, [HNO3]=0.125M and O/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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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2-32. Accumulated Extraction Yields of  Eu with

                          the Eu Concentration in the Aqueous Phase
                          for Each Contact Times at [TPTZ]=0.032M,

                          [HDNNS]=0.05M, [HNO3]=0.125M and O/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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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는 다른 금속이온의 추출에 사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사

료된다. 그리고 수용상에 Eu 농도가 많아짐에 따라 한정된 추출제

로 추출 할 수 있는 Eu 량의 제약으로 인해 수용상의 Eu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상으로 추출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Eu 량이 증

가하게 되어 Eu의 누적 추출율은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Am-241과 Eu-152의 상호분리 측면

에서 보면은 다행스럽게도 수용상의 금속이온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Am-241과 Eu-152의 누적 추출율이 모두 감소하여 수용상의 금

속이온 농도가 증가하여도 Am-241과 Eu-152를 상호 분리할 수 있

으나 단 수는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연속식 혼합정치조(Mixer-Settler)를 이용한 추출 

              16단의 연속식 혼합정치조는 모의 폐액내 함유되어 있는 

Am-241과 RE 중에서 Am-241을 선택적으로 유기상에 추출시키는 것이 주

된 목적으로 혼합조 및 정치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부피는 10mL와 

40mL다. 공급액은 제10단, 0.125M HNO3 세정용액은 16단, 0.032M TPTZ- 

0.05M HDNNS/CCl4 추출용매는 1단에 펌프로 각각 0.5mL/min.씩 공급하여 

수용상과 유기상이 향류(counter-current flow)로 흐르게 하 다. 그리고 최

적의 수력학적 운전조건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의 폐액을 직접 주입하는 대

신에 0.125M 질산용액을 우선 주입하여 공운전(blank test)을 수행한 후에, 

모의 폐액을 공급하여 실제의 운전을 하 으며 이 때 얻어진 실험결과를 

Table 7.2-2에 도시하 다. 

Table 7.2-2. Experimental results of Am/RE separation by mixer-settler 

      Am Eu Nd Ce La Y

Extraction Yield, (%)    94    4.6    5.8     5   1.2   0.5

Separation Factor, (Am/RE)    -    325    254    298  1,290  3,118

  Table 7.2-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부의 RE들이 Am-241과 같이 추

출되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연속 조업시 상분리

가 불완전하고 장기간의 조업시 모터의 온도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차후에는 정치조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보다 큰 용량의 모터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궁극적으로는 상분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HDNNS대신 

표면장력이 낮은 다른 강산을 사용하거나 TPTZ의 다른 유도체 또는 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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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를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Am의 역추출 

         (가) 다 접촉 역추출 특성

          ① 질산농도의 향      

             Fig. 7.2-33은 0.032M TPTZ, 0.05M HDNNS, 0.125M HNO3 

및 상비 1에서 수용상의 금속이온(Eu)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추출한 Am-241

을 대상으로 1회 접촉하 을 때 질산농도 변화에 따른 Am-241의 역추출율 

변화를 도시한 그림으로 모든 수용상의 금속이온(Eu) 농도에서 질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m-241의 역추출율은 급격히 증가하나 2M 이상의 질산농도

에서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즉, 수용상의 금속이온(Eu) 농도가 

0.127M이고 질산농도가 0.5M인 경우에는 1회 접촉으로 Am-241의 약 81%

가 역추출되고 질산농도가 1M인 경우에는 약 96%가 역추출되며, 질산농도

가 2M 이상에서는 M
+3에 대한 TPTZ의 분배계수가 매우 낮아 약 98% 이상

의 Am-241이 역추출됨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접촉 

횟수가 2회에서도 질산농도에 대한 Am-241의 누적 역추출율은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접촉 횟수가 3회 이상이고 질산농도가 1M 이상이면은 

Am-241이 모두 역추출되었다. Fig. 7.2-33과 같은 조건으로 RE들에 대해 실

험을 수행하 는데 RE들의 역추출은 모든 질산농도에서 Am-241에 비해 약

간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 경향이 Am-241과 너무 유사하여 전부 도시하

지 않고 4회 접촉 시 질산농도에 무관하게 Eu-152가 100% 역추출되는 것을 

Fig. 7.2-34에 도시하 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질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추출

제의 해리가 잘 되지 않아 금속이온의 착물 형성을 방해하고 추출제가 H
+
과 

반응하여 TPTZHn
n+
과 같은 착화합물을 형성하여 수용액에 용해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RE들이 Am-241에 비해 역추출율이 높은 

것은 TPTZ에 대한 친화도가 Am-241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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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2-33. Stripping Yields of  Am with the HNO3

                             Concentration for Various Eu Concentration

                             at Contact Times=1.  

H N O 3  C o n c e n t r a t i o n  ( M )

Ac
cu

m
ul

at
ed

  S
tr

ip
pi

ng

   
  Y

ie
ld

s 
of

 E
u 

(%
) 

   0 . 0 0 1  M
   0 . 0 2 5  M
   0 . 0 7 5  M
   0 . 1 2 7  M

                   Fig. 7.2-34. Accumulated Stripping Yields of  Eu with

                               the HNO3 Concentration for Various Eu

                               Concentration at Contact Times=4.



- 441 -

          ② 역추출 횟수의 향      

             Fig. 7.2-35는 수용상의 금속이온(Eu) 농도가 0.027M일 때 

0.032M TPTZ, 0.05M HDNNS, 0.125M HNO3 및 상비 1에서 유기상으로 추

출된 Am-241의 누적 역추출율을 접촉횟수를 변화시키면서 각 질산에 대해 

도시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접촉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질산농도에서 Am-241의 누적 역추출율은 증가하나 질산농도가 0.5M인 

경우에는 다른 질산농도에 비해 접촉 횟수가 많아야 Am-241을 전부 역추출

시킬 수 있었고, 질산농도가 1M 이상이면 3회 접촉으로 모든 Am-241이 역

추출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Eu-152를 포함한 다른 RE에서도 같아서 개

별원소에 대한 실험결과는 도시하지 않고 다성분(Am-241, Eu-152, Nd, Ce, 

La, Y)계에서의 접촉 횟수에 따른 각 원소들의 누적 역추출율 변화를 Fig. 

7.2-36에 도시하 다. 이 그림에서 Am-241, Eu-152, Nd, Ce, La 및 Y의 누

적 역추출율은 접촉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단일성분 계에서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여 La 및 Y의 경우는 2회 접촉으로 전부 역추출되고, 나머지 원소들

도 3회 접촉으로 모두 역추출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누적 역추출율은 

Y, La, Eu-152, Ce, Nd  및 Am-241 순으로 작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추출

에서와 정반대의 경향으로 추출제와의 친화도가 낮은 원소가 역추출이 잘 

됨을 알 수 있었다. 

          ③ 수용상의 금속이온(Eu)농도 향

             수용상의 금속이온 농도에 대한 Am-241, Eu-152, Nd, Ce, La 

및 Y의 누적 역추출의 경향이 너무 유사하여 모두 도시하지 않고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대상인 Am-241에 대한 수용상의 금속이온 농도 향을 Fig. 

7.2-37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Am-241의 누적 역추출

율은 최저 98.2%에서 최고 100%로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추출에서와 같이 

역추출에서도 미약하지만 수용상의 금속이온(Eu)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누

적 역추출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접촉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수용상의 금속이온(Eu) 농도와 무관하게 모든 Am-241이 역추출되어 이와 

같은 경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Am-241이 TPTZ에 대한 선택성이 좋아 

수용상의 금속이온(Eu) 농도에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추출되어 유기상으로 

추출된 Am-241의 절대량의 변화가 적고, 2M의 질산농도에서의 Am-24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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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계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Am-241의 누적 역추출율은 반대로 매우 높아 

금속이온의 농도 변화에 따른 Am-241의 역추출변화를 관찰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수용상의 금속이온 농도에 관계없이 모든 원소들을 역

추출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 연속식 혼합정치조(Mixer-Settler)를 이용한 역추출

              역추출용 혼합정치조는 6단이고, 0.032M TPTZ, 0.05M 

HDNNS, 0.125M HNO3 및 상비 1에서 유기상으로 추출된 Am-241과 일부

의 RE를 수용상으로 역추출시키는 것으로 혼합조와 정치조의 부피는 각각 

10mL와 40mL이다. Am-241과 일부의 RE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상은 제1단, 

역추출제인 2M HNO3은 6단에 펌프로 각각 0.5mL/min. 씩 공급하여 수용상

과 유기상이 향류로 흐르게 하 다. 그리고 최적의 수력학적 운전조건에 도

달하기 위하여 모의폐액을 직접 주입하는 대신에 2M 질산용액을 우선 주입

하여 공운전을 수행한 후에, 모의폐액을 공급하여 실제의 운전을 하 으며 

이 때 얻어진 실험결과를 Fig. 7.2-38에 도시하 다.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역추출되는 Am-241, Eu-152, Nd, Ce, La 및 Y의 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약 

500분이 경과하면은 평형에 도달하 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출된 유기

상을 2M 질산으로 다시 역추출해 본 결과 더 이상의 금속이온이 유기상에

서 역추출되지 않았다. 500분이 경과하 을 때 유출량은 유량이 0.5mL/min.

이므로 250mL가 되며 이는 실제 6단의 혼합조와 정치조의 부피 300mL보다 

작았다. 이는 역추출용으로 제작한 혼합정치조의 단수를 5단 이하로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나 혼합정치조 운전의 번잡함과 추출제의 뭉침 그리고 처리량

을 고려하면은 차후 조업시에는 연속식 혼합정치조를 이용하여 금속이온들

을 역추출하기보다는 회분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 언

       (1) 단일성분계에서 Pyridine계 추출제의 추출 특성 및 비교

         ① TPTZ에 의한 Am-241/RE의 최적 추출조건은 TPTZ 농도 

0.032M, HDNNS 농도 0.05M, HNO3 농도 0.125M이었다. 반면에 picolin 

amide에 의한 Am-241/RE의 최적 추출조건은 picolinamide(C8H17) 농도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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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O3 농도 3M, HNO3 농도 0.125M이었다.

         ② TPTZ과 picolinamide의 비교

            자체 합성한 picolinamide(C8H17)도 성능을 향상시키면 악틴족 

과 RE를 상호 분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TPTZ 추출

제가 picolinamide보다 Am-241과 RE의 상호 분리인자가 높고, 추출제 및 

첨가제 사용량이 적었다.

       (2) 다성분계에서의 TPTZ에 의한 Am-241/RE 추출

          ① Am-241과 Eu-152의 추출율은 HDNNS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성분계에서 증가하고 1, 4, 6, 8성분계와 같이 모의폐액 내의 금속이온 

농도가 증가하면 감소하 으나 Am-241의 추출율이 Eu-152의 추출율보다 

훨씬 높았다. 그리고 6성분계(Am-241, Eu-152, Nd, Ce, La 및 Y)에서 

HDNNS 농도가 0M에서는 모든 원소들이 거의 추출되지 않았으나 HDNNS 

농도가 0.025M에서 0.2M으로 증가함에 따라 Am-241의 추출율은 약 30%에

서 약 58%로 증가하고, Nd, Ce, Eu-152, La 및 Y의 추출율은 대략 2∼4%

에서 17∼27%로 증가하 다. 

          ② TPTZ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1성분계에서는 Am-241과 Eu- 

152의 추출율이 약간 감소하 으나 4, 6, 8성분계에서는 TPTZ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역으로 Am-241과 Eu-152의 추출율이 미미하나마 증가하는 경향

을 보 다. 그리고 주어진 TPTZ 농도에서의 Am-241과 Eu-152의 추출율은 

1, 4, 6, 8성분계 순으로 감소하 으나 1성분계와 4, 6, 8성분계의 Am-241과 

Eu-152의 추출율 차이는 다성분계 상호의 추출율 변화보다 훨씬 크게 나타

났다. 이같이 1성분계와 다성분계의 경향이 정반대인 것은 수용액 내의 금속

이온 농도와 추출제 농도와의 상관관계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6성분계에서의 Am-241, Nd, Ce, Eu-152, La 및 Y의 추출율은 

TPTZ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약간 증가하나 Am-241의 추출율 증가가 Nd, 

Ce, Eu-152, La 및 Y의 추출율 증가보다 컸다. 

          ③ Am-241 추출율은 질산농도 및 모의폐액 내에 존재하는 금속

이온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성분계에서 급격히 감소하 으나 1성분계

보다는 4, 6, 8성분계에서 훨씬 작았다. 그리고 6성분계에서 질산농도가 0M



- 446 -

에서 0.5M으로 증가함에 따라 Am-241의 추출율은 급격히 감소하 으며, 

Nd, Ce, Eu-152, La 및 Y의 추출율은 Am-241과 경향은 같으나 감소 폭은 

상당히 작았다.

          ④ Am-241과 RE의 추출율은 1회 접촉시 상비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성분계에서 급격히 증가하 고, 각 RE의 추출율은 Nd, Ce, Eu-152, 

La, Y 순으로 작았다. 그리고 접촉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Am, Eu-152, Nd, 

Ce, La 및 Y의 추출율은 급격히 증가하 으나 악틴족과 RE들을 상호분리하

기 위해서는 RE들의 추출을 억제시키고 악틴족 원소의 추출을 높일 수 있는 

1의 상비가 가장 좋았다.

       (3) 연속식 혼합정치조(Mixer-Settler)를 이용한 추출/역추출 

          ① 16단의 연속식 혼합정치조에 의한 Am-241, Eu-152, Nd, Ce, 

La 및 Y의 추출율은 각각 94%, 4.6%, 5.8%, 5%, 1.2% 및 0.5%으로 일부의 

RE들이 Am-241과 같이 추출되었고, 연속 조업시 상분리가 불완전하 으며, 

장기간의 조업시 모터의 온도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차후에는 정치조

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보다 큰 용량의 모터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

며, 궁극적으로는 상분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HDNNS대신 표면장력이 낮은 

다른 강산을 사용하거나 TPTZ의 다른 유도체 또는 신 추출제를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2M 질산으로 역추출 되는 Am-241, Eu-152, Nd, Ce, La 및 Y

의 량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여 약 500분에서 평형에 도달

하여 완전히 역추출 되었으며, 이 때의 유출량은 약 250mL가 되었다. 그러

나 혼합정치조 운전의 번잡함과 추출제의 뭉침 그리고 처리량을 고려하면은 

차후 조업시에는 연속식 혼합정치조를 이용하여 금속이온들을 역추출하기보

다는 회분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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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본 연구는 관심대상 핵종으로 Am, Np, Tc, U 등의 장수명 핵종

이 함유된 모의 방사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Am과 Np은 99%, Tc은 90% 

가 회수될 수 있는 군분리 최적공정(처리 규모: 4ℓ/day)의 도출과 단위공정 

개선 연구를 1단계 연구개발 목표로 설정하 다. 이때 공정 개선 연구는 다

성분계 용액을 대상으로 Np/Tc/U의 순차분리 및 Am/RE의 상호분리 계수

가 각각 10 이상(1단 기준)을 목표치로 설정하 다. 

  본 연구개발의 결과로서 공학시험용 군분리 공정/장치 설계, 설치, 운전을 

통한 최적공정 도출 분야에서는 공학시험용 공정/장치를 설계, 제작, 설치를 

완료하 으며, 운전을 통해 각 단위공정간 경계조건을 결정하 다. 이때 Np, 

Tc, U은 모두 산화 공추출하여 U의 경우 99% 이상, Np의 경우 99%, Tc은 

80%를 회수하 다. Am의 경우 공추출에서 Am과 RE의 99%, Am의 선택적 

역추출에서 99%를 회수하 다. 그리고 공학시험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전해

탈질⇒Tc/Np/U 순차분리(TBP 혼합추출제)⇒Am/RE 상호분리(Zr-DEHPA)

로 이어지는 최적공정 흐름도를 도출하 다. 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Tc의 

회수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추출제의 개발과 탈질 시 부유 유기물질의 완전 

제거, 반응속도 증진 및 여과성 향상을 위한 탈질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

며, Tc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초의 목표치를 만족하는 성과를 얻었다. 

  공정개선 연구 분야로는 ① 잔존 U/Np/Tc 산화 공추출 및 순차분리 시스

템 구축에서 U/Np/Tc의 산화 공추출,  Tc 분리⇒Np 환원분리⇒U 분리로 

이어지는 순차분리 순서 결정과 최적 조업조건을 설정하 다. Tc의 분리 시 

Np, U의 순차분리 계수는 각각 306, 690이고, Np의 환원 분리 시 U의 순차

분리 계수는 17로 당초 목표치인 10을 상회하는 결과를 달성하 다. ② 금속

함유 추출제(Zr-DEHPA)와 혼합추출제(CMPO/TBP)에 의한 Am/RE 상호분

리 효율개선에서는 제 3상 형성 조건 규명, Am/RE의 공추출 및 Am의 선택

적 역추출 조건 등을 결정하 다. Zr-DFHPA의 경우 Am에 대한 Eu, Nd, 

Ce, Y의 상호분리 계수는 각각 32, 18, 19, 1230으로 당초 목표치인 10을 초

과 달성하 다. 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Mo의 선제거 및 함침금속의 안정성 

평가가 필요하다. 반면에 CMPO/TBP의 경우 Am에 대한 Eu, Nd, Ce, 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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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분리 계수는 각각 3, 14, 17, 0.9 얻어 Y의 선제거가 요구되며, 기존의 

CMPO/TBP 공정을 한 단계 향상시킨 공정 흐름도를 제시하 다. ③ 이온교

환 및 추출 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Am의 정제도 향상에서는 흡착/용리의 

조건을 결정하 으며, 99% 이상 정제가 가능하 으나, 이 경우 많은 량의 2

차폐기물이 발생된다. ④ 공정 모사자료 확보 및 조건 결정에서는 기존 모사

자료를 분석하여 Am, Np, Tc 등의 분배계수와 반응식을 수식화하 다. 

  기존 납셀(γ셀)을 장수명핵종을 취급할 수 있는 α-γ납 차폐셀로의 개조 

설치에서는 source term 변경에 따른 납 차폐셀 차폐계산, 기존 납 차폐셀 

개조용 제작물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여 α-γ납 차폐셀을 건조 완료하여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 다. 마지막으로 신분리 기술 적용에서는 ①광화학 환

원/침전에 의한 Am의 선택적 분리에서 RE 간의 상호분리는 가능한데 반하

여 Am의 선택적 분리는 불가능하 으며, 분리율은 수용상보다 유기상에서 

보다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② Pyridine계 추출제에 의한 Am의 선택적 분

리에서는 pyridine계 추출제 비교를 통한 TPTZ의 선정과 이에 따른 Am의 

선택적 추출 및 역추출 조건을 제시하 다. 이때 Am에 대한 Eu, Nd, Ce, 

La, Y의 상호분리 계수는 각각 12, 10, 11, 14, 16을 얻어 당초의 목표치인 

10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추출제의 뭉침 현상과 상분리에 장시간이 소

요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 연속다단추출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

며, 새로운 TPTZ 유도체나 계면활성제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기 계획된 연구 목표는 거의 달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2단계 연구에서 수행할 장수명핵종군 분리공정 및 공정재료(추출제, 유/무기 

복합이온교환제 등)의 방사성 시험평가, 전해탈질, 고방열성 핵종 제거 및 장

수명핵종 산화물 제조 등의 기술 확립과 3단계 연구에서 수행할 군분리 고

도화 및 실폐액에 의한 개발공정의 실증 등을 통하면 우리 고유의 군분리 

공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군분리/소멸처리 기술 확립을 통하

여 HLW의 구처분 후 방사능이 수 천년 이상 지속되어 지구 환경의 불안

감을 초래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원자력사업 전반의 신

뢰성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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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본 연구 결과 즉, 공학용 군분리 시험공정의 운전 자료 및 단위

공정 개선 연구 결과 그리고 관련 기기 장치(공압식 혼합정치조, 공압식 액

체이송 장치, 자동 액체시료 채취기, 이온교환 장치, 연속 순간 액체-액체 원

심 분리기, 고 집 섬유 다발체 정적 액-액 접촉장치, 대면적 전기 산화/환

원 반응 장치 및 난분해성 유기폐액 분해용 촉매전극 제조 등)의 개발 등은 

군분리 공정을 확립시키기 위한 공정 설계/설치 자료, 장치 성능 자료, 공정 

모사자료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향후 군분리 공정, 장수명핵종 

전환 공정 및 핵변환 후 발생되는 2차 폐기물 처리와 관련 공정 및 장치 설

계/제작 등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최적 군분리 공정 흐름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첫 번째로는 잔존 U/Np/Tc의 산화 공분

리 및 순차분리 공정에서 Tc의 추출 증진을 위한 공정재료(새로운 재료 또

는 기존 재료의 혼합화 등)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는 공정 단순화, 방사성 물

질의 확산 방지(통상 Tc, Np은 전 공정에 분산되어 존재하고 있음) 및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금속함유 추출제에 의한 

Am/RE 상호분리 공정으로 방사선 분위기 하에서도 추출제 내 함침된 금속

이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에 의해 분해되는 지를 

그리고 이 경우 분리도에는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의 전반적인 방사

성 시험 평가가 요구된다. 세 번째로는 HLW의 단기 위해도에 지대한 향

을 끼치고 있는 Cs, Sr 등의 고방열성 핵종 제거를 통하여 HLW의 감용을 

시도해야하며, 마지막으로는 질산염의 수용액 상태로 얻어지는 최종 산물을 

소멸처리 핵연료로 제조하기 위해서나 안전하게 취급, 저장하기 위해서는 안

정한 화합물 형태인 산화물로의 전환 기술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상기 기술

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얻어지는 분리 기술(용매추출, 전해 산화/환원 

분리, 크로마토그라피법, 이온교환 흡착/용리, 광화학 환원/침전 등) 그리고 

새로운 추출제(금속함침 추출제, picolinamide 등)의 합성법 개발, 신개념의 

액-액 접촉 및 순환식 전해시스템의 개발 등은 중.저준위 폐기물의 분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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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해수 중에서의 U 회수 및 방사성 고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활용 등에 적

용이 가능하여 타 원자력 분야로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 이외에도 기능성 첨

단 소재인 희토류 원소의 고순도 분리 정제, 제련 공장에서 발생되는 분진 

폐기물로부터의 Zn 분리 회수, 환경산업 폐수 중의 유기물 분해 및 중금속 

제거, 사진 현상 폐액 내 Ag 회수, 도금폐기물 내 Pd, Pt, Ag 등의 유용원소 

회수 등 일반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 처리와 자원 재활

용 기술에 직접 적용할 수 있어 일반 산업화로의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신환경기술(주)에 “RuO2/Ti 불용전극체 제조, 제작 기술”과 

“공압식 액체 이송장치 제작기술”을, 카엘(주)에 “폐첨착 활성탄 습식재활용 

장치제작 기술”, (주)나노에 “광촉매 TiO2의 유기물 분해기술”을 기술 이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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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본 연구의 1단계 목표는 Am, Np, Tc, U 등의 장수명 핵종이 함유된 모의 방사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Am과 Np은 99%, Tc은 90%가 회수될 수 있는 군분리 

최적공정의 도출과 단위공정 개선 관련 연구로 구분된다. 

 수행 내용으로는 첫째로 실험실 규모 공학시험용 군분리 공정장치를 설계/제작/

설치하여 각 단위공정간 경계조건 결정 및 최적의 장수명핵종군 분리 공정의 흐름

도를 도출하 다. 두 번째로는 단위공정 개선 연구로 ① 전기화학적 방법과 화학

적 방법에 의해 잔존 U, Np, Tc(/Re)의 산화 공추출 및 역추출 거동 규명, ② 금

속함유 추출제와 혼합 추출제에 의한 Am/RE의 공추출 및 이의 선택적 역추출 조

건 설정, ③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라피 및 추출 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Am, RE의 

흡착조건 및 용리 특성 분석, ④ 장수명핵종군 분리공정 모사코드 수집 및 반응식

의 수식화 등을 수행하 다. 세 번째로는 기존 납차폐γ셀을 장수명핵종을 취급할 

수 있도록 납차폐α-γ셀로 개조 설치하 고, 네 번째로는 신분리 기술 적용으로 

① 광화학 환원/침전에 의한 Am/RE의 환원/침전 거동 규명, ② Pyridine계 추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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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후 군분리 공정 확립 및 차기 단계 장수명핵종 회수 기술의 방사화학적 시험 

및 성능 평가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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