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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산업화에 따른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는 기술집약형 발전원인 원자력발

전소의 건설과 원자력관련 신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  또한 대기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전력 산업분야에서도 환경규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 

   2010년까지 건설될 기존 및 신규 경수로를 대상으로 할 경우, 경수로 사

용후핵연료의 누적량은 2040년까지 약 19,000톤 이상의 대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원자력발전의 장기 정책에 커다란 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사업의 일환

으로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 제안서를 제출토록 공

시하 으며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3단계 10년간의 연구계획서를 제

출하고 당위성을 인정받아 4개년에 걸친 1단계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핵 비

확산성 차세대관리 공정개념을 설정하고 요소기술을 파악하여 비방사성 반

응성 검증과 반응조건을 파악한 다음 Mock-up 시험을 통한 공정장치 개발

을 위한 연구를 착수하 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997년 1월부터 착수한 제1단계 연구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설정과 계통분석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중 금속 전환 공정의 손익분기 비용산출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의 핵 비확산성 평가

- 우라늄 산화물 소결 펠렛의 공기 산화조건 규명

- 우라늄 산화분말의 리튬 환원조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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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융염 혼합물로부터 리튬의 선택적 회수를 위한 전기분해조건 규명

-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LiCl 용융염계 Cs과 Sr 원소의 선택적 분리조건 

  규명

- 용융염 이송조건 규명

- 고온 용융염 취급용 합금 개발

- 옥살산 침전 및 용매추출법을 이용한 잔존 우라늄 회수기술 고도화

- 공정장치 핵임계 및 열 안전해석

- 우라늄 잉고트와 합금의 산화속도 규명

- Mock-up 시험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탈피복/분말화 장치,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 장치, 리튬회수용 전기분해 장치, 사용후핵연료 금속 전환체 

  대상 주조장치의 성능시험

IV. 연구개발결과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의 개념설정과 계통분석 그리고 공정

Mock-up 시험 완료를 제1단계 연구 개발 목표로 하여 수행한 4개년의 본 

연구에 있어 각 단위 연구 내용별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 개념설정 및 계통분석

      -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탈피복/분말화공정, 리튬금속을 환원제로 이

용한 고온 용융염 금속전환공정, 금속전환체 연속 주조공정 및 전기분해법

을 모체로 한 Li금속 회수공정 등의 핵심공정으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차

세대관리공정을 설정하고 이론적 평가 및 실험적 평가에 의한 계통 분석을 

완료하 다.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의 예비 경제성 분석차원에서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 대안별 비용분석을 통하여 차세대관리 공정에서의 사용후

핵연료 금속전환 비용의 손익 분기점을 추산한 결과, 1998년 불변가격 기준

으로 금속전환 비용이 약 US$ 120,000/tU 이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되었다.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의 핵 비확산성에 대한 평가를 제염

계수와 U/Pu 상호분리능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IFR 핵연료주기에 대

한 핵 비확산성 평가 결과를 상대 비교함으로써 핵 비확산성 기술로서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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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개념을 정립하 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관련 세부 요소기술들의 예비 평가

      - 사용후핵연료 건식 탈피복 및 분말화를 위한 반응 조건(산화 온도 

: 400∼600 ℃)과 그때의 산화분말 입도분포(20∼60 μm)를 규명하 다.

      - 고온 LiCl 용융염내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리튬에 의한 

금속 전환 반응조건을 규명하 으며 그 때의 전환율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반응변수 최적조건 확립

         반응온도: 650 - 750 ℃, Li 과잉량: 20 %,

         LiCl/U3O8: 3/4(무게비), 반응시간: 4시간

       •우라늄 및 기타 대표 핵종의 금속전환율

         U:96 %, Cs:2 %, Sr:7 %, Pd:100 %, Nd:18 %

      - 산화리튬이 용해된 LiCl-CsCl-SrCl2 복합 용융염계로부터 전기분해

법에 의한 Li금속 회수실험을 수행하여 전극의 형태 및 표면적에 대한 향

을 정량적으로 평가하 으며 리튬금속의 선택적 회수를 위한 시스템 적용 

전압조건(3 V․DC)을 규명하 다.

      - 복합 용융염 특성시험 차원에서 LiCl-NdCl3 계의 상평형도를 완성

시켰으며, LiCl 용융염계에서 온도에 따른 Li2O의 용해도를 육안 관찰법으로 

온도 범위 650 - 850 ℃에서 규명하 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올라이트를 이

용한 LiCl 용융염내의 Cs과 Sr원소를 흡착제거하기 위한 기초실험을 수행하

여 이온교환 평형도달 시간 및 흡착능을 규명하 다.

      - 고온 용융염 취급 장치용 재료 선정 평가를 위하여 스테인레스 강

(316L, 304L), 고온 내열 합금(MORE 1, Super 22H) 및 탄탈륨 금속의 고온 

LiCl 용융염계에서의 부식속도를 측정한 결과, 750 ℃까지의 운전 온도 범위

에서는 탄탈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5 %Li2O-LiCl 용융염계에서의 내부식성(1 mg/cm
2h 이하)이 우수

한 Fe-Cr-Ni 3원계 합금강을 개발하 다.

      - 이송양정 최대 5 m까지의 용융염 이송조건 및 배관구성 방법을 가

압 및 진공흡입 방식을 채택하여 규명하 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안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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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개발과 관련하여 Mock-up 시험공

정 및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 관리다발 모형별 핵임계 안전해석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판별하고 안전조건을 제시하 다.

      - IMEF 예비핫셀의 Hot Test 전용을 위한 차폐해석 및 핵임계 안전

해석을 예비 평가 완료하 으며 그 결과로서 IMEF 예비핫셀의 전면 중차폐 

콘크리벽( 도:3.4 g/cm3)이 77cm이상이고 PWR 사용후핵연료(50 GWd/tU) 

120 kg미만을 취급하면 방사선 차폐관점에서 안전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판

단된다.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개발과 관련하여 PWR 핵연료를 금

속 전환시킨 금속전환체를 기존의 PWR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및 수송용

기에 적용할 경우에 대한 온도분포를 계산하여, 열 안전성 측면에서 금속전

환체의 적용성 여부를 평가하 으며 이의 결과로서 GA4 수송용기와 볼트저

장 방식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 다.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 공정장치(탈피복/분말화 장치, 연속 주조

장치,금속전환 장치의 용융염 배출관)에 대한 이론적 열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실험상의 시행오차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변수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최적 

실험조건을 예비 도출하 다. 

      - PWR 사용후핵연료를 차세대관리 공정을 거침으로써 금속으로 전

환시켜 연속 주조한 후 헬륨으로 충전된 캐니스터내에 건식저장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저장용기의 기능상실에 따른 공기 유입시를 모델로 한 저장온도 

조건별 산화시험 결과, 금속전환 저장체내의 희토류 금속들은 산화속도를 빠

르게 하는 작용을 하 으며 팔라듐과 지르코늄은 산화속도를 억제시키는 방

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규명하 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Mock-up 시험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Mock-up 시험을 위하여 공기분위기

의 대형 로브박스(4 m(W) x 3 m(L) x 5 m(H))와 알곤분위기의 대형 

로브박스(4 m(W) x 4 m(L) x 5 m(H))를 제작완료 하 으며 본 시설내에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핵심장치인 탈피복/분말화 Mock-up 장치, 금

속전환 Mock-up 장치, 리튬용융염 전기분해 Mock-up 장치를 각각 제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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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완료하 다.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의 실용화를 위한 진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공정소요 장치개발 연구인 Mock-up 시험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의 

탈피복/분말화 장치에 대한 시험평가는 계획대로 수행, 완료하 으나 금속

전환장치에 대한 시험평가는 3차례의 운전시도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기의 

파손문제로 계획대로 수행하지 못하 고 이의 후속장치인 폐용융염으로부

터의 리튬금속 회수를 위한 전기분해장치의 시험평가도 자동지연 되었다.

      - Mock-up 시험장치의 운전 및 성능시험 평가를 통하여, 사용후핵

연료 탈피복/분말화 장치는 적정 반응온도 및 공기유량에서 반응시간을 5시

간 부여하 을 탈피복 종료후 산화 우라늄 분말회수율이 99 %에 달하는 우

수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금속전환 장치의 성능 시험에서는 반응기의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몇가지 개선사항과 추가 연구사항만을 제안하는 수준으로 연

구를 종료하 다.

      - 고온 용융염 취급 금속전환장치의 기계적/열적 팽창 문제와 반응기

재료상의 리튬카바이드 형성과 산화리튬의 부식성 문제에 기인한 3차례의 

운전실패 결과와 경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할 사항과 추가 연

구 사항을 제안한다면; 첫째, 온도 상승에 따른 장치 열팽창은 배관 및 부속

장치의 연결로부터 자유로운 방향으로 흡수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둘째, 리튬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직접 환원을 고수해야할 필

요성이 있을 때에는 Li2O가 용해되어 있는 고온 용융염 취급 재료의 개발에 

연구의 무게를 주어야 하며, 셋째, 사용후핵연료 펠렛을 이용한 직접 환원을 

적용할 경우에는 리튬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환원과정에서 형성되는 펠렛 

내부의 공극에 잔존하는 Li2O 포화상태의 용융염 제거 연구가 추가 수행되

어야 하며, 넷째, 리튬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직접환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장치 재료의 근원적 문제 발생에 대비한 사용후핵연료의 염화물 전환

후 리튬에 의한 금속전환 방법을 고려해 봄직하다.

      -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체를 저장이 용이한 주조봉으로 제조하기 

위한 기술개발 차원에서, 우선 방향성 주조와 연속 주조에 대한 실험적 예비 

평가를 통하여 2차 폐기물 발생량의 최소화를 위해 연속 주조 방법이 바람

직할 것으로 결론지어졌고 이에 따라 연속 주조 Mock-up 시험 장치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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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여 현재까지 직경 13.5 mm 봉을 대상으로 길이 1,300 mm까지 주조

하는데 성공하 으나 주조 길이의 확장과 운전 신뢰성을 위해서는 잔존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의 실용화가 이룩된다

면 다음과 같은 최종적인 활용 계획이 기대된다.

  - 창의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개발로 원자력 기술경쟁력을 배가하고 

더욱 나아가 기술수출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국내 후행핵연료주기 정책에 능동적이고도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인프

라를 구축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

  ◦제1단계 연구에서 확보된 비방사성 요소기술 반응성 평가 및 최적조건 

규명, 그리고 비방사성 Mock-up 장치 제작/설치/운전 경험과 부분적인 완

성 또는 미완성 시험 결과들은 현재 제2차년도 연구가 진행 중인 한러 국

제 공동연구(ISTC Partner Program Project #1705P, 2003년 1월 종료)에서

의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금속전환 반응성 검증시험을 통하여 확보

될 비방사성 시험에서 취급이 불가능했던 일부 원소들에 대한 금속전환 평

가결과와 함께 제2/3단계 연구에서 수행하기로 계획된 독자적인 종합 공정 

Hot Test 검증을 위한 장치 설계와 운전절차 설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것

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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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n Korea, the demand for the steady source of energy has been ever 

increasing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society. To meet this demand, nuclear power station has been constructed 

and related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Also the abatement of the 

air pollution has become one of the major issues, attention to the nuclear 

energy is expected to increase as a means of the source of a clean 

energy.

Based on the national plan on the nuclear power plant until 2010 in 

Korea, the total accumulated spent fuels may reach about more than 

19,000 MTU by the year of 2040. It is expected that this magnitude of 

spent fuels will impact on the long-term national nuclear policy. 

Considering the limit of its on-site storage capacity and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situation it is facing, it is strongly emphasized that the 

peculiar model to manage effectively and safely the spent fuel should be 

developed.

Korean government requested the proposal for such a study as one of 

the mid- and long-term research programs, and then KAERI proposed 

the 3 phase 10 year research program entitled as 'Development of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In phase 1 research during 4 years, KAERI has conceptually 

established an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and analyzed its 

non-proliferation concerns. The elemental technologies to be demanded in 

the process have also verified through the inactive chemical reaction test. 

The mock-up tests to develop the equipment and underst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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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among the unit processes have also conducted.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this study initiated since January 1997, the first phase research 

program has the following components:

   - Set-up and analysis of the system.

   - Cost estimation of reduction process to maintain a economical

     break-even point.

   - Evaluation of non-proliferation concerns.

   - Verification of air-oxidation condition of the sintered uranium oxide

     pellets.

   - Verification of reduction condition of oxidized uranium powders by 

     Li metal.

   - Verification of preferential recovery condition of Li from the mixture 

     of the salts by electrolysis.

   - Verification of preferential adsorption condition of Cs and Sr by 

     Zeolite in molten LiCl salts.

   - Transportation of molten salts.

   - Special alloy for the molten salts.

   - Recovery of the residual uranium by solvent extraction and 

     precipitation by oxalic acid.

   - Thermal and nuclear criticality safety analysis of the process.

   - Oxidation rate of the uranium ingot and alloys.

   - Mock-up tests for the voloxidizer to declad and pulverize spent 

     fuels, the metallizer to reduce the oxidized spent fuel powders, the 

     electrolyzer to recover Li metal, and the continuous casting 

     equipment to manufacture the rods from spent fuel metal ingot.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research out for the first phase, 4-year program i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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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and system analysis.

      - The basic concept of the process is the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processes; Dry decladding/pulverization process of the spent 

fuels, reduction process of the oxidized powders using Li metal in molten 

LiCl salt, continuous casting of the reduced metal, and preferential 

recovery of Li metal from the salt. The theoretical and laboratory scale 

experimental evaluation on the feasibility of each process has both been 

successfully completed.

      - By the preliminary economic analysis on the process, if the cost 

of the reduction of spent PWR fuels is within the range of US 

$120,000/tU as 1998 present value, the process may have the merit for 

deployment.

      - The non-proliferation issue has been evaluated based on the 

decontamination factor and U/Pu mutual separation potential. Also the 

issue has been reviewed in reference to the IFR fuel cycle and its 

technical merits on non-proliferation. KAERI has established firm logical 

bases for the technical aspects of the non-proliferation concerns of the 

process.

   • Detailed preliminary analysis of various processes:          

      - We have established the operational condition for the dry 

decladding and pulverization (Oxidation temperature 400 ∼ 600 ℃) and 

defined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oxidized spent fuel powder(20  

∼ 60 μm).

      - The reaction condition for the reduction process has been 

established in the molten LiCl salt as;

a) The optimized reaction conditions are the reaction temperature 

of 650 ∼ 750 ℃, excess Li of 20 %, weight ratio of LiCl to 

U3O8 of 3/4, and reaction time of 4 hours.

b) The reduction yields at this operating condition are U of 96   

   %, Cs of 2 %, Sr of 7 %, Pd of 100 %, and Nd of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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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lectrolyzing condition for the Li recovery from the mixed 

molten salts has been quantitatively analyzed for the shape and area of 

the electrodes, and the applying potential of 3 V․DC is reasonable.

      - The phase diagram of the LiCl-NdCl3 binary system has been 

obtained, and the solubility of the Li2O in LiCl salt has been measured at 

the temperature range of 650 ∼ 850 ℃. Adsorption isotherms and 

kinetics of Cs and Sr in mixed molten salts by Zeolite were measured.

      - The corrosion rates of the stainless steel 316L, stainless steel 

304L, MORE 1, Super 22H, and tantalum metal have been measured, and 

it is found that at the operating temperature of about 750 ℃, the 

tantalum has the superior quality.

      - We developed the corrosion resistance ternary alloy (less than 1 

mg/cm2h) of Fe-Cr-Ni for the mixed salts of 25 % Li2O-LiCl.

      - The transportation condition of the molten salt and its piping 

system have been developed at the head of 5 m.

   • Safety Analysis

      - Safety and criticality analyses have been conducted for the 

mock-up test facility and models of the spent fuel bundles, and various 

safety conditions are given.

      - Nuclear criticality and shielding analyses have been completed for 

the IMEF preliminary hot cell to be used as a hot test facility. Results 

indicted that the wall thickness of more than 77 cm made of heavy 

concrete of the density 3.4 g/cm
3 would be sufficient for handling the 

spent PWR fuel of 50 GWd/tU of less than 120 Kg.

      - Temperature distribution is calculated for the GA4 transport cask 

and the vault storage system loaded by the reduced spent PWR fuel 

metal rods. Thus, the safety in thermal aspects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GA4 transport casks and vault storage methods have been identified 

to be adequate for the reduced metal storage.

      - Thermal analyses have been conducted for the various process 

equipment (decladding and pulverization equipment, continuous casting 



xi

equipment, molten salt evacuation tube of metallizer). The results were 

applied for establishing the best operational conditions of the equipment.

      - Oxidation test of the reduced metal has been conducted and 

found the rare earth metals enhance the oxidation rate while Pd and Zr 

retard the oxidation rate. The test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oxidation process in case the canister that contains the reduced metal for 

storage fails to keep the He environment.

   • The Mock-up Test.

      - Two glove boxes, one under air environment and the other under 

the argon environment, has the dimensions of 4m wide, 7m long, and 5 

m high. These glove boxes were built to install the mock-up facilities 

composed of the oxidizer, metallizer, and electrolyzer.

      - As the initial step for the deployment of the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the mock-up test on the oxidizer was completed as 

planned. However, the metallization process could not be completed due to 

the crack of crucible. Three time refurbishments have been attempted, 

however, the reactor, carbon crucible, failed each time, and test could not 

be continued. Accordingly, the Li recovery test that follows the reduction 

process has to be automatically suspended.

      - As a result of the mock-up test, the decladding and pulverization 

test showed 99 % recovery of the uranium powder for 5 hours of the 

reaction time at the proper operating condition. The metallization test was 

terminated as recommending some design consider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 A few additional research items could be proposed after the 

experiences of a few failure of the reactor during the reduction reactions;

        a) The thermal expansion should be absorbed at the opposite     

           direction from the side connected with pipes and other        

           equipment, 

        b) The special material should be developed for handl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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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ten Li2O-LiCl salts if the direct reduction technology by    

           lithium is a singular way.

        c) The removal of Li2O that remains in the pore of the pellets    

           must be studied, if the direct reduction method of the pellet is  

           applied, 

        d) It merits to give a considering for the combinative process of  

           the chrolination and reduction, instead of the direct reduction. 

      - Through the directional casting and continuous casting tests, we 

designed and constructed the continuous casting equipment because we 

determined the continuous casting method reduces the secondary 

radioactive waste considerably. Through the test of the mock-up, we 

succeeded to extrude the metallic rod of 13.5 mm in diameter and 1,300 

mm in length. It is, however, continuous tests should be carried out for 

further establishing the reliability, extending the length of the rod, and 

resolving other minor problematic issues.

   • If the process is deployed, the following application results are 

expected.

      - The deployment will bring the technical capability exceeding the 

current level and provide opportunity for the exportation of the 

technology.

      - It can be expected that this technology provides the infra to 

establish pro-actively and flexibly the national nuclear fuel cycle policy,

   • All the experience and test data obtained from the inactive 

laboratory scale experiments, the mock-up test, and the hot test results 

by the collaborative work with Russia (ISTC partner project #1705P, 

expected completion January 2003) in phase 1 would be utilized to the 2/3 

phase of the program, especially the hot test verification of facility, 

equipments, material compatibility, and establishing operation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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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산업화에 따른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는 기술집약형 발전원인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원자력관련 신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  또한 대

기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전력 산업분야에서도 환경규제에 대

한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여겨

진다. 

    원자력발전은 건설, 운 , 해체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로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와 폐기물의 관리 및 비용 문제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과 경제성 확보의 차원에서 장기적인 원자력발전 사업의 핵심으로 

대두되었다. 장기 원자력 정책 및 후행 핵연료 주기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은 현재 유보된 상태

로 남아 있다.

    발전소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약 

30년의 경제적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소의 신속한 해체를 통해 신규 부지

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체 시 소내 저장풀에 보관되어 

있던 사용후핵연료를 소외의 중간저장 시설로 이송시켜야 한다. 

    2010년까지 건설될 기존 및 신규 경수로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연소된 사

용후핵연료의 최소 냉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원자려 발전소 해체의 시기를 

30년의 수명 기간 종료 후 즉시 해체 철거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경수로 사

용후핵연료의 누적 초과량은 2040년까지 약 19,000 MTU이상의 대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비용 및 적용 기술의 문제는 원자력

발전의 장기 정책에 커다란 향을 미칠 것이다.

    후행 핵연료 주기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 거나 구 처분

장의 확보가 쉽지 않은 우리의 경우에는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결국은 

중간 저장시설의 건설에 의한 효율적인 장기 안전관리 방안으로 귀착된다.

    현재 각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관리 방법들은 

후행 핵연료 주기 정책에 크게 의존하며 일반적으로 순환 핵연료 주기 정책

과 PUREX 재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재처리시설의 부

속시설로서 구비하고 있는 대형 습식 저장시설에 의한 관리 방법을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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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원자력 발전소내 소형 습식 저장시

설에 의한 관리 방법을 이용 하다가 저장용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식 저장

방법(수직 콘크리트 캐스크 저장, 수평형 모듈 저장, 볼트 저장)으로 대응하

고 있다. 

    최근 비순환 핵연료 주기 정책을 표명하고 있는 미국에서 사용후핵연료

의 처분과 연계한 효율적 관리 방안으로 1999년 10월 미국 의회에 보고된 

바 있는 ATW(Accelerator Transmutation of Waste) 기술개발 개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된 87,0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우

선 사용후핵연료 중 95%의 조성을 차지하고 있는 우라늄을 99.9%의 회수율

을 목표로 회수하여 저장하고 나머지 5%에 해당하는 초우란 원소와 핵분열 

생성물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핵확산 저항성이 크다는 건식 전해정련법을 이

용하여 초우란 원소들과 장반감기 핵분열 생성물인 테크네튬과 요오드를 회

수하여 소멸처리 함으로써 네바다주에 건설 중인 Yucca Mountain 고준위 

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1차 시설 수납용량 부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2차 건설 계획 용량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흥미 있는 것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대내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카터 행정부의 플루토늄의 이용과 이를 위한 재처리 행위를 평화적

이든 비평화적이든 상관없이 권장하거나 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의 ATW 기술적용이 미국의 기존 노선인 비순환 핵연

료 주기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며 더군다나 현재 진행 중인 Yucca Mountain

의 처분장 건설계획을 무산시키는 기술개발 사항도 아님을 서두에 강조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순서를 미국 정부의 입장에 위배되지 않도록 기

술적으로 공정을 구성하고 처리방법과 절차에 신중을 기한 계획임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은 증대되고 순차적

으로 원자력발전소내 습식저장 풀의 사용후핵연료 수납 저장능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외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을 고려

한 이의 효율적 장기 안전 관리 신기술 개발은 미국의 ATW 기술 개발만큼

이나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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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사업의 일

환으로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 제안서를 제출토록 

공시하 으며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3단계 10년간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당위성을 인정받아 4개년에 걸친 1단계 연구에서 핵 비확산성 차

세대관리 공정개념을 설정하고 요소기술을 파악하여 비방사성 반응성 검증

과 반응조건을 파악한 다음 Mock-up 시험을 통한 공정장치 개발에 착수하

다.

    1997년 1월부터 착수한 1단계 4년여간의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념을 설정하고 계통분석을 통하여 이의 효과를 조사하

으며 공정을 뒷받침하는 요소 기술들에 대한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기초실

험을 통하여 반응성 검증을 수행함과 동시에 반응조건을 규명하 으며 

Mock-up 시험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장치를 제작/설치/운전하여 얻어진 결

과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최종 단계에서의 실증시험에 대비한 자료를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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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사용후핵연료의 절단 탈피복 기술은 기금까지 재처리공정의 전처리

과정에서 필수 기술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그 가능성에 있어서는 경험적으로 

볼 때 어떠한 문제점도 없다 하겠다.

    이 기술들을 크게 나누면 습식탈피복과 건식탈피복으로 분류할 수 있고 

세부적인 탈피복 개념과 그들의 장단점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굴림/늘이기법(Roller-Straightener)

이 기술은 당초 이집트 기술진에 의해 시도된 것으로[1,2] 최근에는 일본

에서 이에 대한 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3,4]

    본 기술의 특징은 연료봉 자체를 다단계의 롤러사이로 통과시켜 축방향 

길이를 늘이고 반경방향의 변형을 유도하므로써 연료봉 내부의 연료소자가 

으깨어지게 하여 종국적으로는 피복관과 연료소자를 분리되도록 한 장치이

다.

    일본의 경우, 알루미나와 이산화우라늄 펠릿을 이용하여 모의연료봉을 

만든 후 본 장치를 이용하여 탈피복시험을 수행한 결과, 알루미나의 경우는 

99.9% 정도의 회수율을 보 고 이때 분말들의 평균크기는 약 200㎛임을 발

표하 다.

    그러나 이 기술은 아직까지 조사된 연료봉을 이용한 시험을 거치지 않

았기 때문에 조사로 인한 피복관과 내부 연료소자의 기계적 물성변화에 따

른 적합성 여부를 실증하지는 못한 상태이며 기계장치의 빈번한 교체와 보

수가 요구될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2. 절단/파쇄법

이 기술은 불란서 기술진에 의해 시도된 것으로 핵연료봉을 약 7㎝길이로 

먼저 절단한 후 햄머 (hammer mill)로 1차 파쇄시키며 곧이어 볼 (ball 

mill)에 의해 2차 파쇄를 시키므로써 피복관과 연료 물질을 분리하는 원리이



- 6 -

다.[5]

    실물 사용후 핵연료로 시험을 한 결과, 0.14 ∼ 0.8%의 플루토늄 손실을 

유발하 다.

3. 전기 이동법

이 기술은 미국의 ANL에서 사용후핵연료 건식 탈피복을 위하여 개발한 

기술로서 사용후핵연료봉을 일정길이로 절단한 후 CaCl2-CaF2 용융염이 들

어 있는 전기분해실의 음극바스켓에 담고 전류를 통하므로써 자르칼로이 합

금체 중 지르코늄과 주석성분이 양극으로 퇴적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본 기술의 단점은 탈피복 속도가 느리고 연료물질들이 액체 카드뮴 양

극에 함께 퇴적된다는 단점을 지니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증류공정이 부수

적으로 필요하다.

4. 절단/용해법

본 방법은 종래의 습식 재처리 공정중 Head-end 단위공정의 절단/질산 용

해공정과 일치하는 탈피복 방법으로 연료물질 회수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나

타낸다. (회수율 : 99.95%이상)

    그러나 고온 건식 처리법에 있어서 본 방법의 채택은 후속공정으로 직

접 탈질공정이나 침전/배소공정에 의한 산화분말제조 공정이 추가로 소요되

며 이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공정의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다.

5. Zircex 법

이 기술은 당초 U-Zr 합금연료의 재처리 공정에서 사용된 탈피복 방법으

로 잘 알려진 기술로서 Zircaloy-4의 탈피복에도 그 적용이 가능하다.[6]

    피복관의 지르칼로이 합금체 중에서 지르코늄과 주석원소들을 다음과 

같은 염화물 반응에 의해 휘발성 물질로 전환시킨 다음 수화반응에 의한 산

화 분말로서 회수시키는 방법이다.

Zr(s) + 4HCl(g) → ZrCl4(g) + 2H2(g) : ꋰH700 = -128kcal/mol

Sn(s) + 2HCl(g) → SnCl2(ℓ) + 2H2(g) : ꋰH700 = -29.3kcal/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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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Cl4(g) + 2H2O(g) → ZrO2(s) + 4HCl(g) : ꋰH700 = -26.1kcal/mol

    그러나 이 기술은 장치의 부식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서 특별한 내식재

료가 개발되지 않는 한 금이나 몰리브데늄 용기만이 견딜 수 있는 재료일 

것으로 판단한다.

6. Voloxidation 법

연료봉을 절단한 후 400 ∼500℃에서 과잉의 공기를 주입하여 피복관내의 

UO2 펠릿을 U3O8으로 산화시켜 분말화 하므로써 피복관과 연료물질을 분리

시키는 방법으로 연로물질의 회수율이 좋지 못하여 용융염이나 수용액에 의

한 피복관 세척을 필히 거쳐야 한다.

7. Airox 법

연료집합체를 해체한 후 로타리 펀치를 이용 길이방향으로 작은 구멍을 

2.5㎝에서 4.0㎝ 간격으로 낸 후 공기분위기하의 400℃ 온도에서 UO2 산화반

응을 일으킨다.

    Airox 법은 Voloxidation과는 달리 완전한 U3O8산화체 분말을 얻을 필

요가 없으며 단지 UO2 → U3O8 산화에 의한 부피팽창으로 피복관이 파열될 

때 까지만 산화시킨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료물질의 회수율이 99.9%까지 가능한 것으로 발표

되고 있고 잔존하는 0.1%의 연료물질을 회수키 위하여 Voloxidation법과 같

이 용융염이나 수용액에 의한 피복관 세척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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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화물 연료의 리튬환원

       리튬환원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금속화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과 일

본, 그리고 우리 나라 등 3국이 주축이 되어 연구하고 있다.  미국은 IFR 핵

연료주기에 금속핵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재처리 과정

의 일환으로서 사용후핵연료의 금속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 다.  

IFR(Integral Fast Reactor) 핵연료 주기의 연료는 U-20Pu-10ZR의 금속혼합

연료로서, IFR 핵연료 주기의 건식 재처리법은 LiCl, KCl, CdCl 등과 같은 

고온의 용융염을 매개체로 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용융염에 용해시킨 후 전기

화학적 방법에 의한 금속핵연료물질을 분리하는 일종의 고온 야금법이다.  

Pyroprocessing이라 불리우는 IFR 핵연료 주기의 전해 정련법은 Pu과의 상

호분리 없이 악티나이드 원소들을 핵분열생성물과 분리해 낼 수 있음으로 

인하여 핵비확산성 핵연료 주기기술로 분류되고 있으며, 공정이 비교적 단순

하고 집된 장치들로 구성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ANL 연구소는 고온 

용융염 처리공정을 이용하여 LWR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한 후 

TRU 원소들(Np, Pu, Am, Cm)을 회수하여 IFR 핵연료주기에 재순환하는 

악티나이드 리사이클 프로그램을 1989년에 착수 한 바 있다.[7]  악티나이드 

리사이클 프로그램에서는 TRU 원소들의 회수율 99.9 % 이상, 공정 발생폐

기물의 최소화, 경제성과 핵비확산성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1960∼1970년 사

이에 ANL에서 수행되었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가지의 pyrochemical 공

정들을 후보로 선정하 다[8,9].  공정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1)산화물 

연료가 Ca 또는 Li과 같은 금속환원제에 의하여 금속으로 환원될 것, (2)생

성되는 환원금속의 산화물은 용융염에 용해되어 금속전환반응이 완결될 수 

있을 것, (3)용융염의 재순환 사용, 폐기물의 최소화를 위해 금속환원제는 전

기분해에 의해 재생할 수 있을 것, (4)TRU 원소들은 우라늄 금속과 분리되

어 IFR 핵연료로 만들 수 있을 것 등을 설정하고, 이를 만족하는 추출공정으

로서 salt transport 공정, Mg 추출공정, Zn-Mg 추출공정, 그리고 Li 공정의 

4가지를 선정하여 이 공정들에 대한 종합평가를 수행하 다.  상기 4가지 공

정 중에서 Li 공정을 제외한 공정들에서는 환원제로서 Ca을 사용한다.  Li 

공정에 대하여는, 금속전환율 및 FPs의 화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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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규모의 inactive test가 수행되었다. 실험장치는 UO2 처리용량 100∼300 g

의 규모로서 모든 실험이 수분 및 산소의 함량이 5 ppm 이하로 유지되는 

로브박스 내에서 수행되었다.  금속전환 실험 시 반응기로는 Li 공정에서만 

스테인레스 재질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공정들에서는 MgO 도가니가 사용되

었다.  종합평가의 수행결과, 반응온도 및 내부식 특성에서 가장 유리한 Li 

공정이 기준공정으로 선정되었고, salt transport 공정이 대안공정으로 선정

되었다.  Li 공정은 다른 3가지 공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전온도가 낮으며 

또한 폐기물을 기존 IFR 금속핵연료 전해정련 재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alt transport 공정을 대안공정으로 선정한 이

유는 용융염 폐기물의 발생량이 작고, TRU의 환원율이 100%에 도달하며, U

과 TRU의 분리율이 높으며 상분리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우라늄 및 Pu를 

함유한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한 실험실 규모의 금속전환 실험도 

일부 수행되었으나, 1994년 금속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한 IFR 핵연료 주

기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 의회의 방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는 일시 중단되었다.

    ANL에서는 연구 중단을 계기로 IFR 핵연료 주기 기술의 활용방안을 모

색하는 과정에서 IFR 핵연료 주기 기술의 핵심 사항인 전해정련

(Electrorefining) 기술을 DOE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을 위한 전처리에 활용할 

경우 많은 장점이 있음을 제시하 다.  즉 고온 건식 용융염 전해정련 기술

을 DOE 사용후핵연료 중 특히 산화 우라늄 핵연료에 적용시켜 효율적인 처

분을 모색함에 있어, 그 전제조건이 산화 우라늄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시키는 전처리 작업이 필수적임을 제시함에 따라, 미국 ANL에서 리튬

금속을 이용한 모의 사용후핵연료 산화물의 금속전환 연구가 재개되어 현재

까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 0.5 kg/batch inactive test[10] : 1995년까지 수행

∙ 10 kg/batch engineering scale test[11, 12] : 1996년 완료

∙ 20 kg/batch engineering scale test[13] : 시험 중

∙ 100 kg/batch 규모 pilot scale oxide reduction facility[14] : 설계 중, 

ANL-West의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의 아르곤 셀에 건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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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는 별도로 1999년 10월에 착수한 ATW (Accelerator Transmutation 

of Waste) Program에서도 장수명 핵종의 분리 및 소멸처리를 위한 사용후

핵연료 처리공정에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습식공정에 의해 우라늄을 분리 

후 남은 TRU를 포함한 고준위폐기물 산화물을 건식 용융염 환원공정을 이

용하여 금속전환하는 방법을 주 공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를 ANL이 담당하여 그 첫 단계로서 6년간의 실증실험을 통해 개념을 확정

할 계획으로 있다.

    일본에서의 리튬환원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금속화에 대한 연구는 

CRIEPI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고온 용융염 환원법에 의한 사용후핵연

료의 금속전환 공정에 대한 열역학 및 반응공학적 기초연구는 CRIEPI 및 

JAERI에서 그리고 공정개발을 위한 Engineering 연구는 주로 위탁연구 형태

로 외국과의 공동연구로 추진 중에 있다.  CRIEPI는 플루토늄 및 악티나이

드 원소들을 취급할 수 있는 핫셀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서 자국 내에서는 JAERI 및 JNC와,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Missouri 대학, 국의 AEA Technology, 그리고 독일의 ITU와 공동으로 필

요한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 CRIEPI는 리튬금속을 이용한 우라늄 산화분말 및 MOX 펠렛 2

종 (10 % PuO2 - 90 % UO2, 0.2 % Am2O3 - 10 % PuO2 - 89.8 % UO2)

에 대한 금속전환 연구를 국의 AEA Technology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

행하 다[15].  국의 AEA Technology의 실험실에서 수행한 최근의 실험

에서는, Granule의 크기 0.2 mm인 UO2 2 g과 15∼50 g의 LiCl의 규모와 

650 ℃의 반응온도로 실험이 행하여졌으며, 반응용기로는 텅스텐 도가니가 

사용되었다.  리튬환원반응에서 발생되는 Li2O의 최대 허용농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결과,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LiCl 내에서 Li2O의 용해도로 추정되

는 8.8 wt%의 농도까지도 Li2O의 농도에 관계없이 완전한 환원반응이 이루

어졌다.  이 결과는 환원된 플루토늄의 재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LiCl 용

융염 내에서의 Li2O의 농도가 3 wt% 이하가 되야 한다[12]는 미국 ANL 연

구소의 선시행 시험결과와는 상충되는 결과이다.  LiCl 용융염 내에서의 플

루토늄 환원조건에 대한 Li2O의 농도조건은 리튬금속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의 금속전환과정에서 사용되는 LiCl 용융염의 양 및 플루토늄의 회수율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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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울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며, 따라서 플루토늄의 환원조건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의 리튬환원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금속화에 대하여는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본 연구과제에서 1996년부터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1997년도에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리튬환원 실험을 

통하여 금속전환시의 최적 반응조건을 설정하고 결과를 발표[16]하 으며, 

금속전환 mock-up 장치를 설계/제작하여 시험 중에 있다.  한편, 본 연구과

제에서 기 확립한 금속전환 inactive 시험결과의 hot test 검증을 위하여 러

시아의 RIAR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이상과 같이 산화 우라늄 핵연료의 리튬환원에 의한 금속전환 연구는 

방법론과 전후처리 연계 기술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

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에서 주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

은 장치개발 단계의 연구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은 반응조건 규명 수

준의 단계로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발한 연구에도 불

구하고 리튬환원 공정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고온 염화리튬 용융염내에 Li2O 

물질과 Li 금속이 녹아 있는 반응계에 견디는 재료의 선정, 불활성 분위기내

에서의 원격조작에 의한 운전을 위한 장치제작 및 구성, 고온 융융염 취급장

치의 구조와 운전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장기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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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용융염 취급용 합금

1. 국내 합금강 개발 기술수준

  내열강을 크게 분리하여 페라이트계와 오스테나이트계로 대별하여 본다면 

페라이트계 내열강은 생산과 사용면에서 비교적 상당한 기술수준에 이른 것

으로 추정된다. 이 기술은 주로 국내 화력발전 설비와 관련하여 원소재 및 

내열강품 수요공급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기술개발이 발달하 는데, 장

시간 화력발전 설비의 사용에 따른 내열강품의 열화 진단과 수명평가의 기

술 그리고 이를 통해 축적된 미세조직변화, 경도 및 기계적 특성변화와 크립 

수명 자료들이 보다 우수한 내열강품의 제조개발과 사용상 안전성 확보 기

술개발에 중대한 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페라이트계 합금강보다 사용

온도에 있어서 한 차원 높은 오스테나이트계 내열강의 개발에서의 국내기술 

수준은 완전한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우선 고온용 튜브나 부품의 사용상 

고온과 고압의 설비상 가장 취약한 부분에 설치 운용된다는 제조상의 기술

적인 보장성이 문제시 되어 일부 선진기술국을 제외하면 이러한 기술적 한

계를 극복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국내기술도 여기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미 

개발된 합금계에 따라서는 실험실적 연구결과 뿐만아니라 실제 공정상에서 

특성이 연구된 자료축적이 필수적인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오스테나이트계 

내열강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와 정리가 미비된 상황이다. 

2. 국외 합금강 개발 기술수준

  합금설계 및 제조공정의 기술수준은 대부분 국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나 제품개발의 현황으로서 최근 많은 분량의 예상 소요량에 따라 기술 선진 

각국에서는 새로운 합금과 제조공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스테나이트계 내열강은 항공기 제트엔진, 발전용 가스터빈, 산업용 가스터

빈 등에 사용되는 터빈 블레이드, 석유, 화학설비의 개질 혹은 크래킹 공정 

반응 튜브와 고온용 롤러 튜브로 사용빈도가 높다. 이러한 고온용 튜브 재질

로는 고온과 고압에서의 내구성을 나타내는 사용수명의 보장성이 중요한데, 

일본을 비롯한 선진 기술국에서는 합금의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합금을 

수년동안 고온 크리프 시험과 사용 튜브의 잔존수명 및 열화도 측정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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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당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크리프 시험자료는 다시 

고온 특성이 보완 개선된 또 다른 합금계 개발에 유용하며 내열강으로 사용

되는 튜브나 부품의 안전한 공정 운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오스테나이트계 내열강의 개발에 있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기술보호와 플

랜트 시장의 원소재 및 기본 부품 점유에 의한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합금설계에 대한 자료 누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스테나이트계 

내열강에 특정 원소를 첨가시킨 각종의 합금이 고온 특성을 개선하는데 가

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한 실정에 있다. 

3. 용융염 취급용 합금강 연구 현황

  현재까지 국내외에서는 단일 혹은 복합 용융염계가 취급장치의 재료에 미

치는 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에서 연구 발표된 자

료들을 보면, 황산염 용융염계(Na2SO4, Na2SO4-NaCl, Na2SO4-V2O5, 

Na2SO4-Li3SO4)는 제트엔진이나 가스터빈, 전기화학적 부식시험 등의 재료

로 Inconel 600, Inconel 825, Nimocast 713, SUS 304, SUS 310, MA 956, 

SS41, Incoloy 800 등[17-27], 탄산염 용융염계(Li2CO3, Na2CO3-NaCl, 

Na2CO3-Na2SO4, Li2CO3-K2CO3)는 연료전지, 반응조, 보일러 등의 재료로 

Inconel 600, X2(16.5-18.5Cr, 11-14Ni, 2-2.5Mo), X12(24-26Cr, 19-22Ni), 

30Cr-45Ni-1Al-0.03Y 등[26-32], 질산염 용융염계(NaNO3, Ba(NO3)2, 

NaNO3-KNO3)는 열회수공정장치, 전기화학적 부식시험 등의 재료로 SUS 

304, SS41, Inconel 600, Inconel 625, Hastelloy-N, Hastelloy-X 등이며

[33,34], 할로겐염 용융염계(LiCl-KCl,LiF-KF,LiF-NaF-KF, KCl-BaCl2-NaF, 

KCl-NaCl-NaF)는 전기화학적 부식시험 등의 재료로 SUS 304, Hastelloy-N 

등이다[35]. 또한 염화물을 포함한 용융염에서 내식성이 우수한 Fe-Ni-Cr계 

합금강으로 기기 및 구조재료로 사용하며, 주요 조성물로 0.05-1.5%Mn, 

18-30%Cr, 10-35%Ni이고 Cr/Fe=0.33 ∼ 0.7, Ni/Fe=0.33 ∼ 1.0[36], 용융염 

부식환경하에서 내부식성이 우수하고 현지 가공성(on-site workability)이 

우수한 보일러용 합금으로 주요 조성물로 ≤2.5%Si, ≤1%Mn, 40-55%Co, 

7-12%Cr, 10-30%Ni, 2-4%Mo, ≤8%W[37], 내용융염부식성이 우수한 보일

러용 합금으로 주요 조성물로 ≤2%Si, ≤1%Mn, 25- 40%Co, 12-18%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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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Ni, 2-4%Mo, ≤8%W[38], 내열 및 내부식성이 우수한 보일러 및 폐

기물 소각로용 합금으로 주요 조성물로 10.5-28%Ni, 14.8-23%Cr, 3-6.6% 

Si, 0-4%Al, 0.15-1.6%Mo, 0.25-1.25%W[39], 내식성이 우수한 보일러용 합

금으로 주요 조성물로는 10-25%Co, 18-28%Cr, 10-50%Ni, 2-4%Mo, ≤

8%W[40], 염화수소가스, 용융염, 황산 및 알카리물질을 포함하는 고온부식

환경에서 내부식성이 우수하고 열간가공성도 우수한 고온, 고압의 스팀 보

일러용 강으로 주요 조성물은 2-4%Si, 22-25%Ni, 24-30%Cr, 1-2%Mo[41], 

내용융염부식성이 우수한 보일러용 합금과 용융염화물에 대한 저항특성이 

우수한 합금으로 주요 조성물은 ≤2.5%Si, ≤1%Mn, 40-55%Co, 7-12%Cr, 

10-30%Ni, 2-4%Mo, ≤8%W[42], 내고온부식성 합금강으로 황산염과 염화

물염계 용융염의 고온 부식환경하의 열교환기 및 과열기 관으로 주요 조성

물로는 12-30%Ni, 18-30%Cr, ≥2%Mo[43], 표면에 Al2O3를 피막한 오스테

나이트계 내산화 내열주조합금으로 주요 조성물로는 10-40%Ni, 11-32%Cr, 

4.5-9% Al, ≤3%Si, ≤2%Mn[44], 용융붕사용 내식합금으로 주요 조성물로

는 ≤5%Si, 1.5%≤Mn, 8-70%Ni, 15-35%Cr[45],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용 

합금으로 주요 조성물로는 ≤1%Si, ≤2%Mn, 15-35%Ni, 15-35%Cr 등이다

[46].         

    아울러 각국에서 연구된 황산, 탄산, 질산 및 할로겐계 용융염이 고온 

분위기에서 여러 재료에 미치는 부식현상 및 부식생성물을  Table 2.1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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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onditions and results of corrosion test in molten salt

용 융 염 재   료 실험온도 부식현상 및 부식물

Na2SO4

Na2SO4-NaCl

Na2SO4-V2O5

Ni-base

Super-alloy
900℃

가속산화

NiS, NiO, Na2CrO4

[47-50]

Li2CO3

Li2CO3-K2CO3

Na2SO4-Na2CO3

Stainless steel 800℃

산화, LiCrO2

 LiNiO2, LiFeO2

[52,53]

NaNO3

NaNO3-KNO3
Stainless steel 650℃

500℃ 이하 : 

부동태화, Cr2O3

600℃ 이상 : 

금속용출

[54,55]

LiCl-KCl

LiF-KF

LiF-NaF-KF

Stainless steel

Hastelloy N
700℃

전기화학적 부식 : 

재료 중 Cr 용출

[51,56]

LiCl

LiCl-Li2O

Stainless steel

More 1

Super 22H

Hastelloy C

850℃

산화

LiCrO2

가속산화

Li(Cr,Ni,Fe)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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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금속잉고트의 연속주조

    우라늄의 연속주조 기술 개발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과제에서 연구

를 시작하 으나, 국외에서는 이미 미국에서는 1950년대 진공 아크 용해로를 

이용한 연속주조 연구를 수행하 고, 1970년대 프랑스에서는 우라늄 2.3톤을 

연속 주조할 수 있는 진공 수직 연속주조 장치를 개발하 으며, 1980년대에 

카나다에서는 불활성 분위기에서 수직 연속주조 장치를 개발하 고, 1990년

대에 일본에서는 지름 10 mm의 우라늄 봉을 상향 연속주조 할 수 있는 장

치를 개발하 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철, 비철 관련 연속주조에 

대한 기술은 많이 알려져 있으나, 우라늄 연속주조 기술에 대해서는 잘 알려

져 있지 않다. 이 절에서는 철, 비철에 대한 일반적인 연속주조 기술에 대해 

소개를 하고, 우라늄 연속주조 기술에 대해서는 입수한 자료를 중심으로 기

술하려 한다. 

 

1. 연속주조의 분류

    일반적으로, 금속의 압연제품은 용해-조괴-균질가열-분괴-가열-압연이

라는 과정을 거쳐서 제조되지만 용융 금속으로부터 곧 바로 압연과 동시에 

billet를 연속적으로 주조함으로써 위의 공정 중 조괴-균질가열-분괴의 공정

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연속주조로서, 그 이점은 공정

의 간략화에 따른 설비비절감, 주조 수율의 향상, 품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비교적 저 융점에서 주조하기가 용이한 알루미늄, 동 및 동 합금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고, 고 융점의 강에 관해서도 수십 년간 활발히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연속주조법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강의 연속주조 방법을 소개하면[57] 

Fig. 2.1과 같이 전로에서 레이들로 옮긴 용탕은 턴디시(tundish)에 흘려 넣

고, 노즐의 개폐에 의해 수냉 주형으로의 주입속도를 제어한다. 주형은 열전

도가 좋은 강 또는 합금강이 이용되고, 끼워넣기식의 튜블러 주형(tubular 

mold), 강주형에 수냉공을 뚫은 블록주형(block mold), 수냉구를 갖는 4매의 

강판으로 조립한 조립주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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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chematic diagram of continuous casting equipment 

           for steel.

    앞의 두 경우는 주편이 180 mm 정도의 비교적 작은 것에 적용되고, 후

자는 그것 이상의 크기의 것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주형 내 용탕 표면에

는 파우더가 첨가된다. 이것은 저융점의 용융 슬래그를 형성하고, 용탕 표면

을 피복하여 산화방지와 용탕의 보온, 또한 주형과 주편의 윤활, 부상하는 

산화물이나 내화물을 포착 용해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다. 작은 주편에서는 

채종유 등이 윤활제로서 이용되고 있다.   용탕은 주입하기 전에 주형과 같

은 단면을 갖는 더미바(dummy bar)를 주형 저부측에서 삽입하여 주형의 일

시적인 밑바닥으로 한다. 주입된 용탕이 주형 및 더미 바와 접한 부분에서 

응고를 시작하면, 더미바 위의 돌기부는 응고쉘(solidification shell)에 고정되

고, 주형 벽부에 형성된 응고쉘이 주형과 같은 역할을 하는 두께가 된다. 이 

단계에서 핀치 롤(pinch roll)을 작용시키고, 더미바와 함께 주괴를 밑으로 빼

내고, 주형을 상하이동(oscillation) 시킨다. 이 상하 이동과 주벽과 주편 간에

의 파우더 융체의 유입 등에 의해 인발 방향에 수직으로 간헐적인 줄 무늬

(oscillation mark)가 형성된다. 주형에서 나온 주괴의 내부는 아직 미응고 상

태지만, 응고층은 이 용탕의 정압에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강도를 갖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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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고, 이 응고층이 얇으면 다음의 냉각과정에서 파탄(break out)한다. 이 

주괴는 주형 하방의 2차 냉각대에서 스프레이에 의해 냉각해서 응고를 진행

시킴과 동시에, 가이드 롤러(guide roller)로 응고셀의 부풀음(bulging) 등의 

변형을 계속 방지하며 하방으로 송출한다. 2차 냉각대의 하방에 있는 핀치롤

로 주괴는 일정한 속도로 빠져나가지만 여기에 도달하면 응고는 거의 완료

한다. 더미바는 핀치롤을 통과한 후에 주편에서 빼내며, 또한 연속적으로 인

출된 주편은 가스 절단기로 소정의 길이로 절단한다. 주편의 단면 크기가 약 

150 mm 이하의 4각형, 또는 짧은 변과 긴 변의 비가 1:1.2 ∼ 1.3의 것을 

billet, 짧은 변이 200 ∼ 400 mm로 짧은 변과 긴 변의 비가 1:1.0 ∼ 1.6의 

것을 bloom, 또한 짧은 변과 긴 변의 길이가 1:5 ∼ 10의 것을 slab 주편이

라 하고, 각각 빌렛연주기, 브룸연주기, 슬라브연주기라 한다. 주조 속도는 

강종, 주편의 크기 및 연주기의 형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브룸, 빌

렛 연주기에서는 8.3 ∼ 33 mm/sec( 50 ∼ 2000 mm/min)의 주조 속도이고, 

슬래브연주기에서는 8.3 ∼ 17 mm/sec(50 ∼ 1000 mm/min)의 주조 속도이

다. 

    비철금속의 연속주조의 기술현황은[58], Al 및 Al 합금의 주조 방법은 

정지주형을 이용한 반연속주조(direct chill casting)와 가동주형에 연속적으

로 판상, 봉상 및 선재 등의 완제품에 가까운 형상을 생산할 수 있는 연속주

조압연으로 대별된다. 반연속주조는 Al 제련 및 압연 공장의 주력을 이루는 

주조기술이며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분야는 생산성 및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주형 크기의 대형화, 다본주입기술의 확립 및 주조 조

직의 개량을 목적으로 hot top 주조법, 전자장하의 주조법, 수평연속주조법 

등의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당초의 연속주조 설비는 반 연속주조 설

비 으나 1960년대부터 완전연속주조 설비도 활발하게 도입되기에 이르 다.  

   연속주조법은 일반적으로 주조되는 방향, 연속성 및 주조품의 형상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주조되는 방향에 따른 분류: 수직연속주조(direct chill casting, hot top 

casting), 수평연속주조, 상향식연속주조

 ② 연속성에 따른 분류: 반연속주조, 완전연속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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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주조품의 형상에 따른 분류: rod casting, wire casting, strip casting, 

slab casting, billet casting, bloom casting

    수직연속주조법에 의해 제조되는 주괴는 대부분이 열간 압연용 슬라브 

및 열간 압출용 빌렛으로서, 타 방법에 의해 주조된 주괴보다 단면적이 큰 

특징이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한 반연속주조 설비는 보통 동합금 주괴의 제조

에 이용되며, 완전연속주조 설비는 주로 무산소동 및 순동류의 제조에 이용

되고 있다. 반연속주조 방법의 설비는 일반적으로, 용해로→ 주조기로 되어 

있으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용해로 → 보온로 → 주조기의 설비를 갖추어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 완전연속주조와 반연속주조의 구분은 용해작업과 주

조작업이 별도의 cycle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따라서 주조

잡업을 위해 용해작업이 중지된다든지, 용해 작업 중에는 주조 작업을 할 수 

없고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경우 반연속주조 방법으로 분류된다.   

    반연속주조는 주괴의 길이가 제한된 단속작업 형태지만 최근 주괴의 대

형화, 주괴 길이의 증대, 여러개의 주괴를 동시에 주조하는 등의 기술 개발

로 제조 능력에 있어 완전 연속주조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렇

지만 단시간에 주조작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자동 제어 기술 도입에 있어서

는 곤란한 점이 있고, 안정된 주괴 품질을 유지하기엔 완전연속주조보다 뒤

떨어진다. 완전연속주조의 설비 구성은 용해로 → 보온로 → 주조기 → 인출

장치 → 절단설비로 되어 있으며 용해공정으로부터 주조공정까지 연속적인 

조업이 이루어지고, 임의의 길이로 절단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반연속주조

에 비해 작은 단면적을 갖는 주괴의 제조에 이용되고 있다. 완전연속주조방

식은 무산소동 제조와 같이 주조 개시부터 주괴가 얻어질 때까지 시간을 필

요로하는 합금의 주조 또는 단일 품종만의 주괴를 장시간 일정 조건하에서 

주조하는 경우 반연속주조에 비해 유리하다. 

    Fig 2.2는 DC 주조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holding 로를 거친 용탕

은 Al 또는 Cu제의 수냉 주형속으로 주입된다. 주형 내의 용탕 level은 float 

분배기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된다. 주형 내의 용탕은 주형벽으로 전달되어 1

차 냉각이 일어나면서 주괴의 표면부가 응고되고 bottom block(dummy bar)

이 강하할 때 분사되는 냉각수에 의해 2 차 냉각을 일으켜, 주괴의 중심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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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응고한다. 최종 상태까지 강하가 진행되면 주괴는 물탱크에서 전체가 냉

각되어 냉각은 완료된다. 1 차 냉각 system인 주형벽에 의해 주괴 표면부가 

응고할 때 주괴의 수축이 일어남으로써 발생하는 air gap은 열전달을 극히 

저하시키며, 주괴의 표면부가 서냉될 때 조대한 cell 층이나 저융점의 제 2상

이 형성되어 가공시에 표면에 표출되어 줄무늬와 표면층 편석 등의 표면 결

함이 발생하게 된다. 이들 주괴의 결함은 그 후의 가공성이나 가공제품의 품

질에 직접 향을 미치기 때문에 용탕의 높이, 주조 속도 및 주조 온도 등의 

주조 조건의 최적 선택과 주형 설계에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주조 속

도를 빠르게 하면 주괴 표면부와 중심부의 냉각 속도의 차이가 커지고 응력

이 발생하여 중심부에 주조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임계 주조 속도가 존재한

다. 일반적으로 주조 속도는 billet이 지름 175 mm일 때, 순 Al의 경우 100 

mm/min, Al-Zn-Mg 합금의 경우는 68 mm/min이라는 실험적 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 

Fig. 2.2. Direct chill mold using fl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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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용탕

냉각수

3차냉각대

2차냉각대

1차냉각대

수냉주형spout

bottom block

bottom block

받침대

fl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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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Hot top mold.    

    Fig. 2.3은 hot top 주조 장치 및 주형의 구조로서 종래의 Al 합금 DC 

주조법에서 발생하는 air gap을 억제시키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billet 주

조에서 넓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30 mm 정도의 길이가 짧은 수냉 주형과 

단열 내화재로 만들어진 용기(header)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탕은 단열

재의 header를 통하여 난류의 발생이 적은 수평식으로 주입된다. hot top 주

조법이 일반적인 DC 주조에 비해 우수한 점은 용탕면을 낮추어도 주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괴 표면부의 조대 cell 층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용탕면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 산화 피막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고, 균일하게 열전달이 가능하다. 그러나 용탕이 주형의 윗부분에서 응

고하여 주괴 강하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header의 내경은 주형 내

경보다 약간 작게 한다. 이 내경의 차이로 인한 gap 때문에 얇은 주괴 표면

부가 파괴되어 편석을 수반한 ripple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header와 주형의 접합부에 금속제 ring이나 흑연제 

liner의 삽입, 윤활유의 공급, 주형 상부의 열전달 제어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접합부에 가스를 도입하여 용탕 주형에 접촉하는 것을 유효 주형의 높이

를 낮추는 기체 가압식 hot top 주조법이 개발되었다. 이 것에 의해 양호한 

주괴 표면이 얻어지며, 또한 압출 공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단조 가능한 지

름 10 ∼50 mm의 봉도 양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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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A continuous casting mold using electromagnetic force.

    Fig 2.4는 전자주조의 개략도로서 1960년대 소련에서 개발된 방법으로 

coil에서 발생하는 교류 자장내의 용탕은 교류 자장에 의해 구속되며, coil 형

상과 유사한 용탕기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단면의 크기는 전자력과 용탕 정

수압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원주상의 billet에서는 진원도가, 단면이 짧은 

slab에서는 모서리 부분의 돌출 등 주괴 형상의 제어가 문제되고 있긴 하지

만, 현재로서는 개량되어 거의 양호한 주괴가 얻어지고 있다. 그림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용탕은 float 분배기 및 고주파 전류가 흐르는 coil을 통하여 

bottom block(dummy bar)이 강하할 때 냉각수가 직접 주괴에 분사되어 냉

각 응고된다. 1차 냉각은 없고 2차 냉각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DC 주조에

서 나타나는 air gap으로 인한 조대 cell 층이 거의 형성되지 않는 장점이 있

다. 따라서 비교적 양호한 주괴 표면을 얻을 수 있다. 종래의 DC 주조, hot 

top 주조 및 전자 주조법은 수직형 반연속주조 방식이지만 DC 주형을 옆으

로 설치한 수평 연속주조법이 개발되었다. 구미 각국에서는 이 방법으로 

billet 및 slab를 공업적 규모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 방법에 의한 대량 생산

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Fig. 2.5는 수평 연속주조 방식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용탕과 주형 

부분 사이에 있는 용탕 공급구는 중앙과 하단 또는 상하단의 2개 이며, 품질

이나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용탕의 유속 및 온도 등에 대한 조건을 잘 설정

해야 한다. 주형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Al이 사용되며, 윤활제는 주형과 용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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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구와의 경계에 설치된 ring으로부터 주괴 표면에 공급된다. 윤활제는 표

면 품질과 인출 작업에 큰 향을 미친다. 또한 자기 윤활성이 우수한 흑연 

주형도 사용된다. Al 6063 billet의 주조속도는 지름 152 mm인 경우 150 

mm/min 지름 216 mm인 경우, 100 mm/min이고 수직 반연속주조보다 빠르

게 할 수 있다. 

Fig. 2.5. Horizontal continuous casting method.

    Fig. 2.6은 가열주형으로 연속주조하는 OCC(Ohno continuous Casting) 

방법으로[59] 이 방법은 주로 선재의 연속주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열 

주형을 이용한 연속주조법은 냉각주형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주형 내벽을 

용탕 응고 온도 이상이 되도록 유지시켜 주형 벽면 상에서의 응고의 핵생성

을 저지하고, 용탕응고가 주형 출구 선단에서 이루어지도록 제어하기 때문에 

주괴의 표면이 평활, 미려하며, 내부에 수축공이나 기공 등의 결함이 거의 

없는 주괴가 얻어질 뿐만 아니라, 단결정 또는 일방향 응고재를 얻는종래의 

Czochralski법이나 Bridgman 법과는 달리, 길이나 형상에 제약을 받지 않고 

연속적으로 단결정 또는 일방향 응고 조직을 가진 주괴를 얻을 수 있다. 특

히, 수평 방식을 이용하면 computer 직접회로의 bonding wire, 음향기기의 

케이블 등 소형 정  부품 소재의 원소재 제조에 적합하다. 즉 가열주형을 

이용한 수평식 연속주조법은 단선의 원인이 되는 개재물, 수축공 등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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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나 표면의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일방향 응고재나 단결정 소재를 길

이의 제한 없이 연속적으로 얻을 수 있고 보다 빠른 인출 속도로 선재 또는 

봉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극세선 등의 원소재 제조에 적합하

다. 

    

Fig. 2.6. Schematic diagram of (a) conventional continuous casting mold

           and (b) OCC(Ohno continuous casting mold.

    

2. 연속주조의 응고 열전달 

    연속주조 공정에서 결함을 억제하고 주조조직을 조절하여 주괴의 품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용탕의 높이, 주조속도, 주조온도의 선택이 

필요하다. 또한 주형의 설계, 주형 내 용탕 유동에 대한 제어, 주형과 주물에

서의 냉각능의 파악과 조절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연속주조 공정에서 주조재는 용탕이 노즐을 통해 주형 내로 유입되면서 

응고층이 생성되면, 여러 가지 표면결함을 생성하는 초기응고과정과 주편이  

주형을 빠져 나와 수냉 자켓에 의해 냉각되면서 고온 변형거동을 겪는 

strand응고, 그리고 고액공존구간으로부터 중심 크랙, 중심 편석이 생성되는 

응고과정을 차례로 거친다. 금속의 응고에 있어 열전달은  금속 조직의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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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또는 결함 발생 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Fig. 2.7은 수직 y

방향으로 인출속도 u로 수직 이동함에 따라 응고되는 주조 금속의 온도의 

분포를 보여준다.[60] 몰드 안에서 응고되는 금속의 열의 전도는 y방향보다

는 x방향에서 훨씬 크다. 따라서 인출방향의 열의 전도는 무시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주조 금속이 몰드를 통하여 통과함에 따라, 수냉 몰드

에 의해 열이 제거됨에 따라 수냉 몰드의 온도는 T0로 유지되면, 몰드-주조

금속 간의 계면 저항을 열전달 계수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Fig. 2.7. The partially frozen portion of a continuous casting and the 

        temperature profile as a function of the distance down the mold.

 

    용탕의 온도와 금속 계면의 온도가 다른 경우 즉 TS(solid Temp.)≠

TM(mold Temp.)인 경우에, 주조되는 금속과 몰드 사이의 계면에서의 열유

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므로, 

          q∣ x =0= k
' T M- T s

M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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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x =0=h( T s- T 0)    .......................................................................(2.2)

    여기서 q는 열유속(heat flux), k'는 금속의 열전도도, TM은 금속의 온

도, Ts는 몰드와 금속 계면의 온도, h는 열전달계수를 나타낸다. 위 식 (2.1)

과 (2.2)를 결합하면, 다양하게 변하는 (Ts)의 계면 온도를 제거 가능하다. 

즉, 온도변화율이 직선이기 때문에, 고액계면에서의 열유속은 

        　 q∣ x =0= q∣ x =M=
TM- T 0
1
h
+
M

k
'

  ..............................................................(2.3)

    그리고, x=M에서 잠열은 방출되므로 

         q∣ x =M
= ρ ' H f

dM
dt
   ............................................................................(2.4)

    위와 같이 간략히 나타낼 수 있다. (2.3)과 (2.4)를 조합하고 t=0에서 

M=0와 t=t에서 M=M을 가지고 적분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응고된 

두께, 즉, 응고층(M)은

          M=
h( T M- T 0)

ρ ' H f

t-
h

2 k '
M
2    ...........................................................(2.5)

    고액계면에서 잠열과 용융금속의 과열(superheat)은 응고층을 통하여 열

이 전달되어 몰드 벽면을 향하게 되므로, 과열의 효과를 고려한 유효 융해잠

열 H'f은 다음과 같다.

          H'f = Hf + Cp,l(Tp-TM)  ....................................................................(2.6)

    (2.5)식과 (2.6)식을 조합한 결과식을 정리하여 ①몰드위치, ②잠열, ③응

고 두께를 그룹화하여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h 2y

u k ' ρ ' C '
p

  

②
C '
p( T M- T 0)

H
'
f

 

③ hM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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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Thickness solidified, M, versus distance down the mold.

Fig. 2.9. Surface temperature versus distance down the 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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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 Rate of heat removal by mold cooling water Q 

                  versus mold length L.

    Fig. 2.8로부터 몰드 아래의 다양한 위치에서 고상 금속의 두께를 결정

할 수 있고, Fig. 2.9는 응고 금속 표면의 온도 Ts가 몰드 위치에 따라 어떻

게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Fig. 2.10은 길이 L의 몰드를 통과하면서 

제거된 열의 전체 열유속을 계산 가능케 한다. 몰드에서  성장하는 응고쉘이 

연속 주조를 가능게 하기 위한 최소 강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살두께와 

표면온도는 중요한 변수이다. 열의 제거속도는 냉각수량을 계산하는데 유용

하다.

3. 연속주조 제품의 결함

  가. 주조속도와 크랙과의 관계

     경제적인 생산성과 양호한 품질의 표면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주

조 속도에서 연속주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로 다른 요소들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각 금속들마다 25 ∼ 500 mm/min(알루

미늄합금), 120 mm ∼ 600 mm/min(동합금), 600 mm ∼ 1500 mm/min(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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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정 주조속도가 존재하는데 이들 값들은 주조재의 면적, 주조되는 합금

의 종류, 특히 파단에 대한 경향성에 좌우된다.[61] 경금속의 경우 주조속도

를 제한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냉각 과정 동안 발생하는 내부 응력으로 인한 

크랙이다. 반면에 철을 함유하는 금속의 경우는 덜하다. Kondic, Herenguel

과 Doyle등은 응고초기에 생성되는 얇은 응고층이 점차 두꺼워지면서 내부

에서의 잠열을 배출시키기 어렵게 되면서, 표면층의 인장응력과 상온으로 냉

각되는 동안 외부(압축응력)와 내부(인장응력)에서의 응력 분포 차가 크랙의 

원인이 된다고 하 다. 그리고, 크랙의 경향은 주조속도가 빠를수록, 또는 주

조시 속도가 변화될 경우 크다고 하 다.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몰드의 길

이를 길게 하는 것은 효과가 있으나 이런 프로세스는 극도의 늦은 냉각으로 

인하여 표면 석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주조속도

의 결정은 크랙의 문제(주조속도가 빠를 경우)와 표면의 품질과 석출의 문제

(주조속도가 느릴 경우)에서 적정조건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 주조재의 직경에 따른 금속학적인 효과

     속도 증가 시 크랙 발생이 문제되고, 낮은 속도는 몰드에 대한 액상금

속의 불규칙성을 초래하므로 cold shuts를 유발할 수 있다. 이 cold shuts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올리거나, 인고트 표면에 대한 냉각능을 향상시켜

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후자방법은 hot spot을 형성시킬 수 있

다.

  다. 잉고트의 표면결함

     빠른 인출속도로 인출된 철강을 제외하고는 비철금속에서의 표면상태

는 그리 좋지 않다. 비록 표면가공을 하더라도 부분적인 건전한 금속의 표면

층의 제거는 다양한 양의 기공을 포함하는 표면하 지역의 노출로 이어져 부

작용을 낳게 된다. 아직 표면 층의 품질이 나쁜 원인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았으나,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몰드 표면의 거칠기

 ② 합금 원소

 ③ 부적절한 주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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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부적절한 윤활 상태

 ⑤ 부적절한 용탕의 높이 조절

    (1) cold shut

       주원인은 ①액상금속의 표면장력이며 주름 거리는 인출속도가 느릴

수록 크다. ②주조재가 아래로 향하는 속도에 비하여 입구의 응고속도가 지

나치게 빠를 경우 형성된다. 주조속도를 빠르게 함으로 cold shut은 감소된

다. cold shut의 또 다른 특징적인 현상은, cold shut의 주름은 주조재의 표

면을 따라서 연속적인 나선을 형성한다. 

    (2) bleed band

       bleed band의 주기적인 삼출물(exudation) 형태는 새로이 응고되는 

응고층과 몰드벽 사이의 공기 층의 간헐적인 형성으로 인한 것이다. 공기 층

으로 인한 열전달의 감소는 고상선 가까운데 까지 응고층의 재가열을 일으

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bleed band의 거리는 몰드 내 응고구간이 위에 위치

할 수록 그 길이는 길어진다. 이 현상은 몰드 벽이 매우 얇거나, 인출속도가 

매우 느리면 방지된다. bleed band 아래에서는 주기적인 편석대가 존재하며, 

편석은 고액 공존 지역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존재의 탐지가능성이 높아진

다. 따라서, 인출속도가 높을수록 bleed band 아래의 편석대는 현저하다. 이

것으로 인해, 크랙의 가능성은 높아지며, 그렇다고 bleed band의 제거는 편

석대의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

    (3) 표면 삼출(surface blebbing or exudation)

       고합금원소를 함유하는 재료에서 bleed band의 또 다른 형태로서, 이

것도 공기층으로 인한 불충분한 냉각으로 인하여 금속표면이 고상선에 가까

와지면서 삼출로 나타나는 것이다. 몰드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고액구간이 

넓을수록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응고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몰드 길이가 짧

을수록 삼출의 방지를 위해서는 효과적이다. 삼출의 방지를 위해서는 주괴 

표면 냉각과 공기층의 역 안에서 과도한 재가열을 방지하는 것이 요구되

므로 가능한 한 짧은 몰드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응고속도가 급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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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크랙 발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바람직하다.

  라. 잉고트의 내부 결함

     정적인 주조에 비하여, 건전한 주물을 얻는 연속주조의 주요결함들로서

는, 용융금속의 포획, 수축공, 내부 기공, 내부 편석 등이다. 용융금속의 포획

과 수축공 발생은 응고속도가 늦거나 액상의 깊이가 깊을 경우 발생하기 쉬

우며 내부 기공과 내부 편석은 응고 과정동안 가스의 방출과 합금원소에 의

해 좌우된다.  

    (1) 용융금속의 포획

       철 계통의 금속에서는 고액 공존 지역의 깊이가 비철금속보다 깊다. 

응고층 사이로 주입되는 액상금속의 교반은 응고층의 침식을 가져오면서 액

상금속이 고상 금속에 포위되면서 형성된다.

    (2) 수축공

       액상금속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후반부의 응고 시에 또는 응고가 

완료되었을 때 잉고트의 중앙부에 열적인 수축으로 수축공이 형성된다. 알루

미늄은 수축공이 존재하더라도 횡단면을 기준으로 고액 공존 지역의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액상의 공급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열전달이 

느린 강의 경우 깊은 고액 공존 지역을 형성하므로 응고 시 체적수축을 보

완하기 위한 액상의 공급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인출속도와 주괴의 단면적

을 고려할 경우, 주괴의 중심부와 표면부와의 온도차는 보다 더 크게 되어 

열 수축으로 인한 기공의 원인이 된다. 

    (3) 내부 기공

       연속주조시 내부기공의 주 요인으로서는 수축공, 가스방출, 응고 과

정 동안 기포의 포획, 일시정지 과정을 들 수 있다.   

    (4) 내부 편석

       응고 시 열유속 방향에 잔류하는 액상의 변위는, 자체의 체적팽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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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외부로 향하는 힘을 받거나, 낮은 용융점으로 재용해가 되므로 표면에 대

하여 삼출의 역할을 한다. 또한, 표면하 편석은 주괴 표면에 주기적으로 나

타나는 bleed band와 관련되어 있다.

4. 외국의 우라늄 연속주조 기술 개발 현황  

  가. 미국의 우라늄 아크용해 연속주조 장치

    이 장치는 1954년도에 미국 Battelle 연구소에서 개발되었다.[62] 이 장치

는 진공 아크 용해 장치에 연속주조 장치를 연결하여 우라늄을 연속주조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지름 3인치인 고순도 우라늄 바를 연속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아크 용해로를 개량하 다. 이러한 개량은 

기존의 수냉 구리 도가니를 용해가 진행됨에 따라 잉고트를 흘려내릴 수 있

도록 특별히 고안된 도가니와 냉각 쟈켓으로 대체하 다. 이 용해로는 6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즉 위 부분, 도가니 부위, 잉고트를 인출하는 부위, 장

입구, 전극 부위, 진공펌프 시스템으로 구성하 다. 모든 연결부위는 진공 이 

유지되도록 하 고, 불활성 가스를 원하는 기압만큼 어느 때라도 넣을 수 있

도록 구성하 다. 제일 위 부분, 도가니 부위 그리고 잉고트를 인출하는 부

위는 Fig. 2.11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은 전극을 용해 챔버 안에 넣을 수 있

고, 잉고트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부위에 필요한 냉각수를 제

공하기 위해 잉고트 출구 바로 아래에 물 스프레이 링을 위치시켰다. 잉고트

를 인출하는 장치는 두 개의 길은, 나사 형태의 자동차 범퍼 잭으로 구성하

다. 이 잭은 수동으로 조작한다. 이 잉고트를 내리는 장치가 시험단계에서 

만족스러웠지만, 대량 생산 형태에서는 맞지 않는다. 투입구 몸체는 제거할 

수 있는 커버를 가진 스테인레스 스틸로 구성되었다. 황동 hopper는 진동에 

의한 장입기 바로 위의 셀 안쪽에 위치시켰다. 이러한 장치는 용해 챔버 안

에 요구하는 속도로 원료를 투입할 수 있었다. 전극 장치는 위에서 2개의 

O-ring 실을 통해 로 안으로 넣은 수냉 구리 전극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구리 

전극에 필요한 용해 팁을 부착할 수 있다.  이 것은 서보 모터에 의해 원격

으로 위로 올리고, 내릴 수 있다.  진공 펌프 시스템은 7 cfm의 속도로 진공

을 뽑을 수 있는 기계 펌프로 되어 있다. 이 펌프는 고무 진공 호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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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구에 연결되어 있다. 시스템으로부터 펌프를 격리시키기 위해 고무 호스

에 밸브를 달았다. 1 mm Hg 이하의 압력을 재도록 thermocouple-형태의 진

공 게이지를 달았다. 이 장치를 사용하여 우라늄 아크 용해 및 고순도의 우

라늄 바를 연속 주조할 수 있었다. 

     

Fig. 2.11. Schematic diagram of furnace and 

                 lower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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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프랑스의 우라늄 진공연속주조 장치

     이 장치는 프랑스 핵연료공업협회에서 개발되었으며, 1972년도 프랑스 

야금협회 추계 야금의 날 발표회에서 발표된 자료에서 발췌하 다.[63], 진공

연속주조 공법은 서로 다른 성질 및 목적을 갖는 두 가지의 야금 기술 즉, 

연속주조라 불리는 주조공법과 불연속적 특성을 가지면서 대기오염 방지와 

정제를 위한 공법인 진공 주조법을 결합시킨 것이다.  이 공정은 주물을  연

속적으로 대기 중으로 인출에 의해 하나의 연속공정으로 이르게 하도록 이 

두가지 작업을 결합시킨 것이다.

  

Fig. 2.12. Schematic diagram of the vacuum vertical continuous casting 

           equipment for uranium developed in France.

    연속주조의 모든 공법은 용탕을 원하는 온도로 유지하며 수행된다. 이러

한 용탕을 유량제어 시스템을 통해 수냉식 금형 또는 주형에 흐르도록 한다.  

이때 주형의 바닥은 더미바라 불리는 모조 잉고트(ingot)를 깔고 단접(鍛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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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메우며 잉고트의 추출은 구동 롤러로 가능하게 된다. 주물은 냉각된 주

형 표면과 접촉하며 급속히 응고되어 더미바에  접합된다.  금속과 주형의 

접촉이 잘 될수록 응고가 신속히 이루어진다.  표피(shell)가 생성되면서 수

축으로 인한 주형 표면으로부터의 이탈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나 이 효과

는 표피를 흐르게 하는 유체정력학적 (hydrostatic) 압력에 의해 방지되게 된

다. 형상이 잡혀감에 따라 잉고트는 단접된 더미바를 통해 대개 일정한 속도

로 주형으로부터 추출된다. 한편 표피가 주형과 선접촉 만을 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다. 이 때 열전달은 매우 미약해지므로 주형이 더 길어질 필요가 없

다. 어쨌든 주형에서 인출시에는 모든 잉고트 단면이 응고되지는 않으며 그 

온도도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워터 샤워 혹은 분무에 의한 2차 냉각에 의존

해야 한다. 만일 잉고트의 주조 단면이 크고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으면 반연

속 주조방식을 사용한다.  길이가 긴 주조시에는 잉고트를 토치 램프, 절단

기 또는 톱 등으로 단계적으로 절단해야 하므로 연속주조방식을 사용한다.  

결국, 주조가 여러 차례의 용융 충전을 흡수하며 몇 시간동안 끊임없이 계속

된다면 이는 연속-연속 주조 혹은 무중단 연속 주조라 부른다. 위에서 살펴 

본 모든 공정은 2차 냉각 및 절단을 제외하면 모두 진공 하에서 수행될 수 

있다. 즉 반연속 주조의 경우가 된다. 연속주조를 위해서는 우선 액상 또는 

고상의 충전이 진공 하에서 가능해야 하는 바, 감압실을 이용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반면, 아직 고온인 잉고트의 연속적 대기배출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더 미묘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격막 

diaphragm으로 나뉜 서로 인접한 일련의 방을 개별적으로 펌핑하여 주조틀 

내부압력과 외부 대기압 사이에 단계적인 압력 차가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잉고트는 방과 격막을 접촉 없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연속 배출이 가능해진

다.  이러한 기계적 감압실이 공업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감압실에서 다른 감압실로의 유량 손실이 충분히 커서 진공 펌프의 제한 

용량을 초과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격막과 주물간

의 단면 차이를 가능한 한 작게 하여 좁은 간극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기계적 감압실을 통해 주조틀을 빠져 나온 잉고트는 2차 냉각대를 지

나 구동 롤러를 통과하여 절단대에 다다르게 된다. 진공연속주조 설비는 이

와 같이 일부는 진공 부분, 일부는 대기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주형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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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부분은 진공이며 하류 부분은 대기상태인 것이다. 여타 연속주조 장비보다

는 설치에 더욱 주의가 요하는 바, 특히 진공상태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그것이고 정확한 정렬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기능이 자동화되어야 한다. Fig. 

2.12에서 기술한 설비는 직경 33  mm 우라늄봉을 생산하는 장비이다. 이 장

비는 수직 높이 13 m이며 주물 라인의 하부는 대기상태로 깊이 7.5 m의 갱

도를 파서 설치하 다. 이 설비는 이웃해 있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 바, 진공 

용융로와 진공 및 대기부분으로 나뉘는 주조장치로 이루어진다. 진공 용융로

는 재래식 내화 도가니형 유도로로, 용량은 강철 1톤 또는 우라늄 2.3 톤이

다. 파워는 400 kW이며 평균 주파수 350 ∼ 450 Hz의 전류는 400 V 전압하

의 공전 인버터 static invertor 에 의해 공급된다. 진공은 두 그룹의 병렬식 

펌핑으로 생성되는데 Root 펌프 및 기계식 펌프가 각각 그것이다.  압력은 5 

x 10-3 torr 까지 낮출 수 있으며, 작업 압력은 일반적으로 2 ∼ 3 x 10-2 

torr 정도이다.

  다. 카나다의 불활성 분위기 하의 우라늄연속주조 장치

    Fig. 2.13의 장치는 1982년도 특허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며[63], 카나다에

서 개발한 불활성 분위기 하의 우라늄 연속주조 장치이다. 이 장치에서 우라

늄 연속주조는 불활성가스로 도가니 용기 표면을 덮으면서 fused slag와 함

께 장입물을 용해한 후, 용융 금속을 몰드로 주입하면서 냉각하는 방식으로 

우라늄 및 지르코늄, 베릴륨 등을 연속주조 하 다. 용융금속이 진공 하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배출가스들의 방사성 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진공을 유지

하기 위한 복잡한 장비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라. 일본의 진공 용해가압식 상향연속주조(VMCC)기술

      Fig. 2.14는 일본 Mitsubishi Materials Corp.에서 개발된 장치로, 1998

년도 일본 원자력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에서 인용하 다.[64] 

이 장치는 챔버내 고주파 유도코일에 의해 도가니의 장입물을 진공하에서 

용해후 불활성가스로 주입한 후 도가니 상부에 위치한 노즐에서 주조하는 

방식이다. 산화우라늄을 용융염전해에 의해 얻어진 우라늄을 직경 10 mm의 

몰드를 통해 길이 400 ∼ 800 mm까지 주조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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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길이 까지 연속주조가 가능한지는 불확실하다. 이 실험에서는 주요 변

수로서는 주조온도로 1250 ∼ 1300 ℃까지는 파단이 이루어졌으나 1300 ∼ 

1350 ℃의 범위에서는 파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조속도는 3 ∼ 30 

mm/min이었으며, 아르곤에 의한 가압은 1.5 ∼ 2.5기압에서 실시하 는데, 

가압력이 높을수록 표면의 결함이 적었다. 그러나 처리속도가 늦기 때문에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 있다. 

    

Fig. 2.13. Schematic diagram of the inert gas continuous casting

              equipment for uranium developed i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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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Schematic diagram of the upward continuous casting equipment 

          for uranium developed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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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용융염 취급기술

1. 용융염 이송기술

  용융염 취급기술은 용융염 그 자체가 갖는 물리․화학적 특성, 이를테면 

높은 전기전도성, 고 집 취급성, 유체특성 등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여러 산

업기술에 응용되어 왔으며, 금속정제 등의 기술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의 금속전환공정은 고온 LiCl 용융

염계에서 리튬환원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금속화하는 공정이다. 여기서 금

속과 폐용융염의 분리가 형성되어 폐용융염을 다른 공정으로 이송을 요하게 

된다. 고온 용융염계 단위공정간의 이송계통은 신뢰 및 단순하고 원격운전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용융염 이송방식은 구동부분을 사용하는 방식과 구동부

분을 사용치 않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기계식방법에 의한 용융

염 이송과 공압식방법에 의한 가압방식과 감압방식(진공흡입방식)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가. 기계식방법에 의한 용융염 이송

    기계식방법에 의한 용융염 이송은 펌프와 같은 구동부분에 의해 이루어

진다. 이에 관한 용융염 이송장치의 구성은 폐용융염 및 금속의 분리계통부

분, 폐용융염 이송매체 및 이송라인 부분 그리고 폐용융염 저장조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분리계통의 주요 구성요소는 교반기와 자켓모양의 가열로로 가

열되는 분리조로, 폐용융염 이송매체는 sump형 원심펌프이며, 이송라인에는 

오리피스 유량계 그리고 폐용융염 저장조부분은 자켓모양의 가열로로 가열

되는 저장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펌프에 의해 이송하는 장치는 용융염과 

접촉하는 부분의 온도 유지문제, 케이싱에 고여있는 용융염 처리 문제 그리

고 용기와 펌프의 흡입부분 연결 문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공압식방법에 의한 용융염 이송

    공압식방법에 의한 용융염 이송은 가압 및 감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에 관한 용융염 이송장치의 구성은 폐용융염 이송매체 계통, 폐용융염 및 금

속의 분리계통, 폐용융염 이송라인 부분 그리고 폐용융염 저장조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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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가압에 의한 용융염 이송장치에서 가압매체계통은 고압 알곤 실

린더와 1, 2차 압력조절기, 압력게이지, 압력센서, metering needle valve 및 

완충조로 구성되고, 이에 의해 가압조절된다. 폐용융염 및 금속의 분리계통

은 교반기와 자켓모양의 가열로로 가열되는 분리조로 구성, 폐용융염 이송라

인에는 오리피스 유량계 그리고 폐용융염 저장조부분은 자켓모양의 가열로

로 가열되는 저장조로 이루어진다. 감압에 의한 용융염 이송장치에서 감압매

체계통은 진공펌프, 진공게이지, 진공센서 및 완충조로 구성되고, 이에 의해 

감압조절된다. 폐용융염 및 금속의 분리계통은 교반기와 자켓모양의 가열로

로 가열되는 분리조로 구성, 폐용융염 이송라인에는 오리피스 유량계 그리고 

폐용융염 저장조부분은 자켓모양의 가열로로 가열되는 저장조로 이루어진다. 

    취급되는 용융염은 고온에서 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감압에 의한 용융염 

이송에는 문제점이 크게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가압에 의

한 용융염 이송에는 용접부위, 연결부위 등에서 용융염의 액상 및 증기의 누

출로 열매체의 손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건식 처리공정의 용융염 회수기술 개발현황

 가. LiCl-KCl 용융염계

    전해정련공정은 IFR 금속핵연료 이외에 산화물 핵연료를 Li 공정과 연

계하여 IFR 핵연료주기에 재순환 목적으로 개발된 공정으로, 공융조성의 

LiCl-KCl 용융염계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정이다. 전해정련공정은 용융염

계에서 원소의 전해반응 특성을 이용하여 우라늄, 플루토늄과 핵분열생성물

을 분리 및 회수하는 공정으로, 소량의 TRU, 알카리 및 알카리 토금속, RE

계열의 핵분열생성물을 함유하고 있는 LiCl-KCl 폐용융염이 발생된다. 

    LiCl-KCl 폐용융염의 처리공정은 용융염 추출공정, 용융염 역추출공정 

및 제올라이트 흡착공정으로 구성된다. 용융염 추출 및 역추출공정은 폐용융

염중에 존재하는 RE계열의 핵분열생성물과 TRU 염화물을 각각 우라늄과 

Li-Cd 금속의 환원제를 이용하여 금속으로 전환하고, 이를 Cd 용융금속계로 

추출하여 분리한다. 용융염 추출공정에서 약 99 %의 TRU와 20 ∼ 30%의 

RE 원소가 분리되고, 나머지 잔류 TRU와 RE 원소는 용융염 역추출 공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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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완전히 제거된다[65,66]. 그러나 알카리 및 알카리 토금속계열의 Cs, Sr 

및 I 등의 원소는 분리되지 않고 용융염과 동반되어 재순환된다. 특히 재순

환 용융염은 고방열성 물질인 Cs과 Sr 원소로 인해 반응온도 제어의 어려움

과 회수물질의 불순물 함량 증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과정을 거

쳐야 한다. 

    미국 ANL 연구소는 LiCl-KCl 폐용융염에 함유된 알카리 및 알카리 토

금속, 일부 RE 원소를 분리하여 용융염을 재순환하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67,68,69]. 초기에는 전해정련 공정에서 배출된 

LiCl-KCl 폐용융염을 제올라이트와 고온 조건에서 혼합하고, 이를 고온 및 

고압  조건에서 성형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 다[70]. 상기와 같은 제

올라이트 혼합방법은 제올라이트와 폐용융염을 5 : 1 조건에서 혼합하여 제

올라이트에 용융염을 내포시키는 방법으로 발생된 폐용융염보다 더 많은 폐

기물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고, 단지 흡수성이 비교적 큰 폐용융염을 제올

라이트에 내포시켜 내침출성을 갖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점 이외에 별다

른 장점이 없다. 

    90년대 중반부터 미국 ANL 연구소는 LiCl-KCl 폐용융염중에 함유된 고

방열성 물질인 Cs과 Sr 등의 원소를 제올라이트의 이온교환 특성을 이용하

여 선택적으로 분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 다. 이의 방법은 처리된 용

융염을 재순환하여 고준위폐기물의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특히 순수 LiCl-KCl 용융염계에서 염내포 처리된 제올라이트는 회수 

LiCl-KCl 용융염계의 Na 함량을 크게 낮추고, 이온교환속도 및 흡착능이 매

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염내포 처리된 제올라이트는 

제올라이트 공극내에 염분자가 부착되고, 제올라이트의 이온교환대상 원소인 

Na이 Li 원소로 치환되어 용융염계의 Na 함량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염내포 제올라이트는 폐용융염의 고정화 매질로서 매우 유리한 특성을 

나타내고,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매질의 격자구조내의 공극에 NaCl 혹은 

NaNO3 등의 염이 부착된 준장석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들 물질은 

적절한 내침출성과 내방사능 특성을 갖고 있다. 

    미국 ANL 연구소는 Fig. 2.15와 같이 제올라이트 컬럼을 이용한 용융염 

회수공정 개념을 설정하고 제올라이트의 흡착특성, 고온조건에서의 제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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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올라이트 컬럼에서 흡착된 제올라이트는 제올라이트의 표면에 잔류하는 

용융염의 제거를 위해 제올라이트와의 추가 고온 혼합과정과 불활성 분위기

의 조건에서 유리원료와 혼합후 고압성형된다. 회수 용융염은 용융염중에 포

함된 일부 제올라이트 미세분말과 소량의 RE 산화물, 금속입자를 제거한 다

음 금속전환공정으로 재도입된다. 

 나. LiCl 용융염계

    미국 ANL 연구소는 산화물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하여 IFR 핵연료주기

에 재순환하는 악티나이드 리사이클 프로그램을 1991년부터 수행하 다. 용

융염 이송공정, Mg 추출공정 및 Li 공정을 포함한 여러 대안공정이 검토되

었지만, 최종적으로 공정의 운전성과 부식성 측면에서 유리한 Li 공정이 선

정되었다. Li 공정은 용융염계에서 산화물핵연료를 Li 금속으로 환원하는 금

속전환공정으로 LiCl 용융염계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정이다. Li 공정은 전

해정련공정과 연계하여 우라늄과 TRU를 회수하여 IFR 핵연료주기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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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5. Recovery process of LiCl-KCl molten salt for electrorefi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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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하거나 혹은 금속전환체의 96 %를 점유하고있는 우라늄금속을 회수하여 

저준위폐기물로 처분하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71]. 

    Li 공정에서 발생되는 LiCl 폐용융염은 알카리 및 알카리 토금속, RE계

열의 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Cs과 Sr 원소의 고방열성 특성으

로 인해 용융염의 무한정 재순환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재순환 LiCl 용

융염은 용융염의 일부를 배출하고, 새로운 용융염을 보충하여 Cs과 Sr 원소

의 농도를 제어하고 있다. 특히 LiCl 용융염계에 함유된 Cs과 Sr 등의 염화

물은 LiCl 용융염보다 표준생성 자유에너지와 환원전위가 크기 때문에 화학

적 혹은 전기분해방법에 의해 분리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LiCl 폐용융염

은 고온의 조건에서 제올라이트와 혼합방법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나 전해정련공정과 연계된 Li 공정에서는 LiCl 폐용융염을 제올라이

트에 고정화하는 방안보다는 제올라이트의 이온교환특성을 이용하여 LiCl 용

융염계 Cs과 Sr 원소를 선택적으로 분리하고, 용융염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

려하고 있다. 미국 ANL 연구소는 고온조건에서 제올라이트의 온도 안정성

을 고려하여 Li 공정에서 발생되는 LiCl 폐용융염에 일정량의 KCl 용융염을 

가하여 공융조성의 LiCl-KCl 용융염을 제조한 다음, 제올라이트 컬럼을 통

해 LiCl-KCl 용융염계에 함유된 Cs과 Sr 원소를 선택적으로 분리하고, 회수

된 LiCl-KCl 용융염을 전해정련공정으로 재순환하는 방안에 대해 실험적 검

증을 수행하고 있다[71]. 

 다. NaCl-KCl 용융염계

    공융조성의 NaCl-KCl 용융염계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건식처리공정은 

러시아의 RIAR 연구소에서 개발된 DDP(Dimitrovgrad dry process)공정이

다. DDP 공정은 핵연료물질을 산화물 핵연료 형태로 직접 회수한다는 측면

에서 IFR 핵연료주기와 크게 다르다. DDP 공정은 용융염계에서 uranyl 

chloride와 plutonium chloride의 용해특성, uranyl 이온의 전해특성을 이용하

여 우라늄과 플로토늄 산화물을 회수한다. 특히 DDP 공정에서 우라늄은 공

융조성의 NaCl-KCl 용융염계에서 염소가스와의 반응에 의해 산염화물로 전

환되고, 그외 플루토늄을 비롯한 핵분열생성물 등은 염화물 형태로 전환된

다. UO2는 용융염계 uranyl 이온의 전해특성을 이용하여 회수하고,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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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uranyl 이온과 환원전위가 유사한 핵분열생성물은 UO2 전착물과 동시

에 회수된다. NaCl-KCl 용융염계에 잔류하는 핵분열생성물은 침전공정에서 

다음의 반응과 같이 인산염으로 침전시켜 대부분의 핵분열생성물을 제거한

다[72].

   MeCl3 + 2Na3PO4 → Na3Me(PO4) 2 + 3NaCl

    그러나 침전공정에서 Sr 원소는 일부 제거되나, Cs 원소는 거의 제거되

지 않는다. 이로 인해 수회 재순환된 용융염은 Cs과 Sr의 염화물 함량의 증

가로 인해 공융조성의 NaCl-KCl 용융염의 용융점이 낮아지는 현상을 동반

하고, 이들 물질의 고방열 특성으로 인해 반응온도 제어의 어려움과 회수물

질의 순도저하 등의 결과를 유발한다. RIAR 연구소는 그림 Fig. 2.16와 같이 

침전공정에서 핵분열생성물을 제거한 다음 용융염을 재순환하는 방안을 제

시하 으나,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부 용융염을 배출하고 새로운 용

융염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용융염계 Cs과 Sr원소의 농도를 제어해야 할것으

로 판단된다. RIAR 연구소는 zone melting 방법에 의해 알카리 및 알카리 

토금속 등이 함유된 용융염의 부피 감용과 인산염으로 침전된 slime을 최종

적으로 유리고화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폐용융염

의 최적 처리 및 회수방안을 확립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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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6. Flow sheet of Dimitrovgrad dr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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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 설명

제1절 공정설정과 계통분석

본 연구에서 채택한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념은 Fig.3.1 및 

Fig.3.2에 나타낸 바와같이 Voloxidation에 의해 분말화된 연료소자(U3O8 형

태의 분말)를  LiCl용융염 내부에 넣고 리튬금속을 환원제로 한 산화분말의 

직접 환원방법에 의한 금속전환 방법과 리튬금속에 의한 환원에 앞서 산화

분말을 염화반응시킨 후 LiCl용융염 내부에서 리튬금속을 이용하여 환원시킴

으로써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시키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금속으

로 전환된 사용후핵연료를 주조 성형 단계에서 봉으로 뽑은 다음 관리다발

로 조립하여 저장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NPP
PWR

Ceramic
Spent Fuel

Air-oxidation Molten Salt
Reduction

Oxide
Powder Casting &

Encapsulation
Storage

Metallized
Spent Fuel

Canister

Li & LiCl

Lithium
Recovery

Li2O
(Li,Cs)Cl
& SrCl2

Li

  (Cs,Sr)Clx

Waste Treatment
Zircaloy Hull

    Fig. 3.1. Conceptual flow diagram of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using direct lithium reduction.

    직접 환원방법과 염화물 제조후 환원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장단점을 살

펴보면 첫째 직접 환원방법의 경우는 염화물제조 공정이 빠짐으로써 공정의 

단순화를 꾀할 수 있고 기체에 의한 부식현상 문제가 덜 심각한 장점을 지

니고 있는 반면 액체-고체의 비균일 반응으로 인한 금속전환 속도의 저하 

문제와 Li2O의 LiCl내 용해로 인한 용융염 부식문제의 심각성을 유발할 가능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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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P
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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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nt
Fuel Air-

Oxidation
Reductive
Extraction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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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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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 Cd

Lithium Salts
Purification

LiCl
CsCl
SrCl2
etc.

LiCl

  (Cs,Sr)Clx

Waste Treatment

Zircaloy Hull

Chlorination

    Fig. 3.2. Conceptual flow diagram of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using reductive extraction.

  

    한편 염화물 제조후 환원단계를 거치는 후자의 경우는 액상 균일반응에 

의한 금속전환 속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카드뮴상과 용융염의 상분

리를 위한 특수 원심분리장치와 카드뮴 건류장치가 추가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부식성이 강한 염소 기체를 취급한다는 단점외에 공정 중간 물질들인 

염화물들의 기화성 문제가 대두 될 것이다.

    Table 3.1은 본 공정에 의해서 초기 농축도 3.5% U-235 연료를 43,000 

MWD/MTU으로 연소시킨 후 5년간 소내저장시설에서 냉각시킨 PWR 사용

후핵연료를 금속전환시켜 저장할 때 기대되는 저장체 부피, 붕괴열, 방사능 

측면에서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3.1. Effect of the application of molten salt technology on spent     

      nuclear  fuel  storage

ITEM BEFORE 

APPLICATION

AFTER 

APPLICATION
․Bulk volume of PWR spent fuel    

  assembly (L)

․Decay heat (W/assembly)1)

․Radioactivity (Bq/assembly)1)

160

1066

11.8 × 1015

322)

567

5.8 ×1015

1)
 Based on PWR spent nuclear fuel of 3.5 % U-235 initial enrichment, 43000 MWD/MTU burn-up, and 5 year 

cooling.
2) This volume was calculated by using the density of uranium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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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1의 결과들은 ORIGEN S 컴퓨터 코드와 사용후핵연료를 구성

하고 있는 대표적인 원소들을 대상으로 Fig. 3.1과 3.2의 핵심 단위공정인 금

속전환 반응과 염화물 전환 반응을 대상으로 한 화학반응 깁스에너지를 계

산한 결과로부터 보수적으로 추정된 값들이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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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금속 전환 공정의 손익 분기 비용

산업화에 따른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는 기술집약형 발전원인 원자

력발전소의 건설과 원자력관련 신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  또한 

대기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전력산업분야에서도 환경규제에 대

한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건설, 운 , 해체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로에서 

연소된 핵연료와 폐기물의 관리 및 비용 문제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증

진과 경제성확보의 차원에서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사업의 핵심과제로 대두되

었다. 사용후핵연료관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은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

태에 있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은 장기원자력정책 및 후행핵연료주기 정책

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한 적정 원전

부지의 확보문제와도 연동되어 있다. 

    발전소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약 

30년의 경제적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의 신속한 해체를 통해 신규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체시 소내저장풀에 보관되어 있던 

사용후핵연료를 소외의 중간저장시설로 이송시켜야 한다. 

    2010년까지 건설될 기존 및 신규 경수로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연소된 사

용후핵연료의 최소냉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원자려발전소 해체의 시기를 30

년의 수명기간 종료후 즉시 해체철거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경수로 사용후핵

연료의 누적초과량은 2045년까지 약 17,000 MTU이상의 대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비용 및 적용기술의 문제는 원자력발전의 

장기정책에 커다란 향을 미칠 것이다.

    후행핵연료주기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지 못하 거나 구처분장의 

확보가 어려운 국가의 경우에는 발전소 소내저장용량의 부족과 원전해체로 

인한 대규모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간저

장시설의 건설을 고려하게 된다.  저장방식은 크게 습식과 건식으로 나뉘어

지며 시설의 위치, 대상발전소의 포함범위, 방사선 차폐방식, 기술특성 등에 

따라 세부적인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식으로 습식은 물론 건식도 실용화되어 널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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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건식저장방식은 습식에 비해 초기투자비와 방사성폐기물의 발

생량이 적은 반면 방사능붕괴열의 냉각능력이 떨어진다는 특성이 있다. 대표

적인 건식저장방식으로는 수평모듈식저장, 콘크리트 캐스크저장, 볼트식 저

장 방식 등을 비롯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관리공정

기술을 볼트식 저장과 연계시키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건식

저장방식들에 대한 비용의 비교분석을 통해 새로운 관리공정기술이 기존의 

건식저장방식과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를 예비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1. 건식저장방식별 개요

 가. 수평모듈식저장(NUHOMS 방식)

주로 NUHOMS방식으로 불리우며 콘크리트 구조의 수평저장모듈 속에 

있는 금속성의 건식차폐용기(dry shielded canister)안에 사용후핵연료 집합

체를 저장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의 수송은 건식차폐용기에 장전된 상태

로 하게 된다. 중간저장시설의 수납건물로 인해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 보

안설비, 화재방호설비, 지원설비 등이 추가되며 운 중 발생되는 방사성폐기

물의 대부분은 사용후핵연료의 수납시 제염으로 인한 것이다.

    주요 시설은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로부터 수납하는 수납시설과 저장하

는 저장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장시설은 건식차폐용기와 콘크리트 수평

저장모듈, 저장패드로 구성되어 있다.  건식차폐용기가 콘크리트 저장모듈속

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자연대류에 의한 냉각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하나

의 건식차폐용기에는 24개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집합체가 저장되도록 설계

된 것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 다. 

 나. 콘크리트캐스크 저장(VCC 방식)

수직형의 콘크리트캐스크 내에 저장용기(Multi-assembly Sealed Basket 

: MSB)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저장하며 저장용기는 핵연료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용기를 헬륨기체로 충전시킨 후 용접한다. 

    콘크리트캐스크 방식의 주요시설은 수납시설과 저장시설로 구분되는데 

수납시설에서는 수송된 사용후핵연료가 저장용기에 저장되어 콘크리트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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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에 격납된후 저장지역으로 이송되는 부분을 말하며 저장시설과 분리된 독

립구조물로 되어 있다. 수납시설의 주요 구조물로는 수송용기 취급크레인 및 

이송활차, 핵연료 취급크레인, 콘크리트캐스크 취급크레인, 핵연료 취급기계 

등이며 수납시설내에서 수송용기로부터 저장용기로의 사용후핵연료 이송 및 

장전이 이루어진다. 또한 저장시설에서는 콘크리트캐스크 내에 저장용기가 

격납된 채 이송된 후 저장패드 위에 놓이게 되는데 주요 시설로는 콘크리트

캐스크(Ventilated Storage Cask: VSC), 저장용기, 콘크리트캐스크 roller 

skid, 저장패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저장용기에는 24개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가 저장된다. 

    콘크리트 캐스크는 자연대류에 의한 냉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핵연

료를 적재한 총무게는 약 135톤에 달하고 있어 이것을 이동시키기 위한 특

수설비로써 roller skid를 이용하고 있다.

 다. 볼트식 저장(Modular Vault Dry Store) 

국의 GEC Alsthom ESL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서 모듈식의 콘크리트 

볼트 및 자연대류 냉각방식의 고유안전 저장시스템을 특징으로 하며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인 볼트모듈에 부속되어 있는 차폐 저장 튜브 내에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를 저장한다. 여타 건식 저장 방식과 달리 수납시설과 저장시

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시설은 수납시설과 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등으로 나누

어지는데 수납시설에서는 수송용기에 격납된 사용후핵연료를 하역하여 저장

전의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수송용기 수납건물(수납지역 및 준

비지역), 수송용기 취급크레인 등의 주요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오염 가능성

이 있는 기기의 제염은 수송용기 준비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저장시설은 볼

트모듈의 시설과 구조물로 구분되는데 구조물은 사용후핵연료가 직접 저장

되는 주요 기기장비 및 시설들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볼트 저장 모듈의 

주요 기기로서는 방사선 차폐 및 차폐 저장 관을 지지하기 위한 charge face 

structure,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저장하는 차폐 저장관(shield storage 

tubes), 수납된 사용후핵연료를 볼트모듈내의 차폐저장관에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연료 취급기기(fuel handling machin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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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차폐저장관에 저장되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는 저장관에 따라 1

개 또는 복수로 저장되며 차폐 저장관, 차폐마개 및 차폐저장관 지지판 등이 

하나의 복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MVDS 시스템의 주요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ㅇ 운 중인 원자로시설과는 전혀 독립적으로 운 될 수 있으며 원자로가 

해체되는 경우에도 향을 받지 않음.

  ㅇ 다양한 종류 혹은 연소 이력을 갖고 있는 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다. 

즉, PWR, BWR, AGR, Magnox, CANDU, vitrified HLW, 고농축 

HTGR Graphite fuel 등을 포괄함.

  ㅇ 핵연료의 검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장기간 핵연료를 건전하게 유지시

킬 수 있고 정책에 따라 직접처분 및 재처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monitored retrievable 시스템임.

  ㅇ 모듈식으로 저장용량을 확장할 수 있음.

  ㅇ 1988년 3월 USNRC에 의해 LWR 연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승

인(non-site specific design & safety case)을 받았으며 1992년에는 

Fort St Vrain에 대한 site specific licence가 주어졌음.   

Table 3.2. MVDS facilities under operation

시설명 Wylfa Magnox NPP Fort St. Vrain Paks VVER Station

위치 국 미국 콜로라도주 헝가리

완공년도 1971년 1991년 9월 1996년

저장연료 Magnox Fuel HTGR Graphite Fuel
VVER-440 Fuel,

(PWR Fuel과 비슷)

저장시설

Cells 1,2,3(=249 HMt)

30만 다발을 수용했었음.

1다발=1m, 12다발/튜브)

1482 사용후핵연료블럭 

저장(6개 모듈, 45튜브/모듈, 

6개 사용후핵연료블럭/튜브)

4950다발(10년 발전사용)

향후 15000다발로 확장

저장기간 현재까지 운 중 40년 50년

수송방식

On-load reactor에서 가압

된 연료수송기를 이용해 

저장시설로 직접이동.

원자로건물에서 콘테이너에 

넣은후 캐스크로 이동

Water-filled cask를 

이용하여 수송

 

 라. 건식저장시설의 현황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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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저장시설을 재처리공장 내에서 운 하고 있다.  또한 금속 캐스크, 콘크

리트 캐스크 등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건식 저장방식의 시설을 소내(AR)

에 독립적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핵연료의 종류에 따른 인

허가 단계를 밟고 있는 것도 있다.  운 중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현황을 요약하면 Table 3.3과 같다.

Table 3.3.  Dry storage facilities under operation

저장방식 국 명 시설명 연료종류 기타

콘크리트캐스크

캐나다

Gentilly CANDU AR 독립

Douglas Point CANDU AR 독립

NPD CANDU AR 독립

Point Lepreau CANDU AR 독립

미국

Palisades PWR 24다발/저장용기

ANO-1 PWR 24다발/저장용기

Point Beach PWR 24다발/저장용기

수평모듈식 미국

Robinson PWR 24, 7다발/저장용기

Oconee PWR 24, 7다발/저장용기

Calvert Cliffs PWR 24, 7다발/저장용기

볼트식

미국 Fort St. Vrain HTGR 6 블럭/튜브

국 Wylfa MAGNOX 12다발/튜브

헝가리 Paks VVER AR 독립

프랑스 Cadarache GCHWR/HLW CASCAD 방식

금속캐스크
독일 Ahaus THTR AFR

미국 Surry PWR 21,24,28다발/용기

2. 건식저장 대안별 비용분석

 가. 기본입력자료 및 가정

본 절에서 인용한 비용관련 자료는 1994년 KOPEC에서 수행한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방식 비교평가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하 다.  위의 평가보고

서에서는 독립적인 집중저장방식의 중간저장시설을 건설/운 한다는 전제하

에 습식과 건식에 대한 4가지 방식(습식, NUHOMS, VCC, Vault저장)을 비

교분석하 는데 기초자료는 미국 에너지성에서 1992년 11월에 수행한 

MRS(Monitored Retrievable Storage) 시설에 대한 개념설계보고서이며 우리

나라의 저장용량과 관련시설의 필요여부를 적절히 반 시킴으로써 우리의 

상황에 맞는 비용분석결과를 도출하 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건식저장방식 만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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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상으로 하 으며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한정하여 중간저장시설을 소내

에 소규모/개별적으로 건설하지 않고 소외에 집중적인 대규모 중간저장시설

을 구축하는 것을 가정하 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집중식으로 

대규모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원전부지의 재활용 및 기존 원전입지

들간의 거리 문제, 운 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는 저장되어야할 사용후핵연료의 물

량, 건설/운 /해체 비용자료, 경제적인 상황변수 등에 대한 것이 요구된다. 

다음에서는 위의 변수를 중심으로 한 기본 가정 사항을 요약하 다.

  1)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미래에 발생될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 및 

노형전략에 의해 결정되며 후행핵연료주기전략(재처리,직접처분전략)의 선택

방법에 따라 중간저장 혹은 구처분에 해당되는 핵연료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건설, 운 , 해체에 이르는 수명 주기가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며 해체전략에 따라 부지의 재사용 및 사용후핵연료의 인출계획이 변

하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원전의 전력계통에의 병입년도부터 해체

에 이르는 데는 정상운전을 가정할 때 최소한 35년 이상이 소요되며 해체전

략에 따라 수십년이 추가될 수 있다.  

    분석대상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미래의 전력수요예측, 전력정

책, 노형전략, 사용후핵연료의 활용정책, 핵연료 연소도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에

서 확정한 2010년까지의 경수로 원전 투입계획분 만을 대상으로 하 으며 

2010년 이후의 원전투입 및 노형전략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사용후핵연료는 2010년까지 전력계통에 투입

된 원자력발전소 중 경수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하 으며, 분석대상기

간은 해체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와  2007년에 중간저장의 초기시설

건설, 중간저장시설의 수명기간(60년으로 가정) 등을 고려하여 수명기간이 

종료되는 2067년까지로 설정하 다.      

    원자력발전소의 투입계획은 통상산업부의 “’95 장기전력수급계획(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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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에 따르면 1997년-2006년 기간에 경수로 8기(8,000 MWe)와 중수로 3

기(2,100 MWe)를 건설하고 2007년-2010년 동안에 6기(7,200 MWe)의 경수

로를 신규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2010년도에는 고리 1호기의 

폐지(2009년)를 감안할 때 총 27기(경수로 23기, 중수로 4기)와 26,329 MWe

(경수로 23,550 MWe, 중수로 2,779 MWe)의 원전설비능력을 갖추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  

    원자력발전소의 해체전략을 수명기간종료후 즉시해체철거하는 방법으로 

정하 으며 소내저장풀에서의 최소냉각기간을 5년으로 가정하 기 때문에 

초기노심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연소된후 5년 이후부터 외부로의 이송

이 가능하며 원자력발전소의 수명기간이 종료된 후 6년까지는 소내저장풀에 

있는 모든 사용후핵연료가 중간저장시설로 이송되어야 한다.  또한 신규로 

건설되는 국내원전 소내저장풀의 용량은 약 20년간의 발전에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중간저장시설로의 사용후핵

연료 수송은 원전 운전개시후 20년이 지나면 시작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운전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누적

량이 초기설계상의 저장용량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조만간 저장

용량이 부족한 원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전의 저장능력 

확보 방법인 기존 저장수조의 이용효율 향상과 추진중인 2006년까지의 저장

능력 확장방안을 고려할 때 2010년까지 계획된 경수로의 소내저장능력을 정

리하면 Table 3.4와 같다.

   위의 가정을 바탕으로 하여 산출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발생초과량을 

기간별로 정리하면 Table 3.5와 같다.

    2) 비용산정단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건설, 운 , 

해체의 각 단계별 세부비용항목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각 단위별 비용항

목의 물가상승률 및 소요비용의 이자율 등에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게 된다.

    저장시설과 관련된 모든 비용의 기준년도는 1998년 초로 하 는데 현재

까지 조사된 비용자료는 미국의 MRS시설을 근거로한 1992년도의 비용자료

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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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AR pool storage capacity of each nuclear power plant

(단위 : MTU)

발전소명 현 저장능력 확장계획 확장후 저장능력 포화년도

고리 1 176 176 2006

고리 2 320 320 2006

고리 3 459 459 2006

고리 4 247 352 599 2006

광 1 247 176 423 2009

광 2 247 176 423 2009

울진 1 324 176 500 2007

울진 2 324 324 2007

광 3 380 380 2015

광 4 380 380 2016

울진 3 (380) (380) 2018

울진 4 (380) (380) 2019

광 5 (380) (380) 2021

광 6 (380) (380) 2022

울진 5 (380) (380) 2023

울진 6 (380) (380) 2024

신규원자력 #1 (380) (380) 2025

신규원자력 #2 (380) (380) 2026

차세대원자력 #1 (680) (680) 2027

차세대원자력 #2 (680) (680) 2028

차세대원자력 #3 (680) (680) 2028

차세대원자력 #4 (680) (680) 2029

신규원자력 #3 (380) (380) 2029

신규원자력 #4 (380) (380) 2030

자료 1) “후행핵연료주기 국가정책 설정을 위한 연구” KAERI-NEMAC/RR-111/93, 1993.12,과학기술

처

자료 2) “사용후핵연료 저장관련 원천기술” 전문가초청 세미나보고서, KAERI-NEMAC/AR -24/96, 

1996.1,   한국원자력연구소. 

Table 3.5. Surplus spent fuels compared with PWR AR pool storage 

capacities in Korea

기     간 초과발생량(MTU) 각 기간말의 누적발생량(MTU)

2007년 - 2010년 503 503

2011년 - 2015년 1,140 1,643

2016년 - 2020년 1,590 3,233

2021년 - 2025년 2,840 6,073

2026년 - 2030년 1,551 7,624

2031년 - 2035년 2,685 10,309

2036년 - 2040년 2,879 13,188

2041년 - 2045년 3,860 1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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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도의 가격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1992년부터 1998년까지의 미국 

물가상승률을 이용하 으며 일반 물가상승률을 대표하고 있는 GDP deflator

를 적용하 다.  즉, 모든 비용을 1998년도의 비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우

선적으로 필요하며 이후에는 미래에 지출될 비용의 산정과 변환에 대한 가

정이 필요하다.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프로젝트를 비교평가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지

출되는 비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일관된 수치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써 지출비용을 지출년도의 경상가격으로 산정한후 이를 다시 

현재가치로 변환시키는 방법과 모든 비용을 특정년도의 불변가격으로 표시

한후 현재가치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전자의 방법은 미

래의 물가상승률을 예측해야하는 문제로 인해서 후자의 불변가격 방식을 이

용한 현가화 방법이 통용되고 있다.  불변가격 방식은 특정년도의 가격으로 

세부적인 비용을 나타낸 후 미래의 비용 지출년도까지 실질 물가상승률을 

적용함으로써 1998년도의 구매력으로 미래시점의 비용을 표시하도록 요구한

다. 여기에서 실질 물가상승률은 특정비용 항목의 가격상승과 일반 경제에서

의 종합적인 물가 상승률과의 차이로 나타나는데 미래의 경제 상황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질 물가상승률(real escalation rate)을 제로로 하

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도 미래의 모든 비용을 1998년도의 가격

(구매력)으로 표시하 으며 실질 물가상승률은 제로로 설정하 다.

    다음 단계로서, 미래의 지출비용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것은 국민 경제 내의 투자수익률과 인플레이션률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위의 불변가격방식을 적용할 경우는 물가상승률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과 접한 관계에 있는 인플레이션률을 제거한 실질적인 수익률을 이

용하여 미래의 비용을 현가화 한다. 이것이 실질 할인율(real discount rate)

로써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에서는 8.5 (%/년)의 수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

나 할인율의 선정에 있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으며 개발도상국에 비해 선

진국에서는 낮은 실질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ECD국가간의 

전원별 경제성 비교나 IAEA에서 수행하는 비용평가에서도 5 (%/년)를 비교

평가의 기준치로 사용하고 있으며 3 (%/년), 10 (%/년)의 값을 변화폭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8.5(%/년)의 값을 상한으로 하여 5 (%/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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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수치를 적용하 다.

    중간저장시설의 건설비, 운 비 산정을 위한 주요 가정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o 1주일에 7일의 작업일수와 2교대로 작업을 계속한다.

   o 내부적 혹은 외부적인 사건으로 인한 건설지연이 없다.

   o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저장시설까지의 수송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o 연간 최대 수납율(MTU)은 600 MTU으로 한다.

   o 부지외곽의 도로정비, 철도 개설비용, barge dock 개발비용 등은 제외

시킨다.

   o 총 시설용량은 18,000MTU으로 하며 초기 시설용량 및 증설용량은 

3,000 MTU으로 한다. 단, NUHOMS방식과 VCC방식은 저장모듈의 증

가를 매년 600 MTU씩 하며 설계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모든 저장방식이 동일하게 5년 소요된다.

   o 중간저장시설의 운 기간은 60년으로 하며 해체비용은 총투자비의 10 

%로 한다.

위에서 설명한 기본적인 전제조건들을 요약하면 Table 3.6과 같다.

Table 3.6. Basic condition for cost estimation

범  주  명 항  목   설  명

경제적 사항

가격의 표시방법 불변가격(Constant Price)방식

가격 및 할인의 기준년도 1998년

분석대상의 기간 2002년-2067년

실질할인율 8.5 (%/년)

실질 에스컬레이션률 0 (%/년)

중간저장시설 관련 사항

총저장용량/증설용량 18,000 MTU/3,000 MTU

시설의 운 개시 연도 2007년

시설의 수명기간 60년

초기시설의 건설기간 5년

연간 수납율/이송량 600 (MTU/년)

기타 고려사항

대상발전소 2010년까지 투입되는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수명기간 30년

S/F 초과발생 시작 2007년

원자력발전소 해체 즉시해체철거방식

소내 최소냉각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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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용분석의 결과

위에 설명한 전제조건하에서 각 비교대안별 비용분석의 과정을 보면 다

음과 같다.

    o 1992년부터 1998년까지의 미국 국내의 물가상승률(GDP deflator)을 이

용하여 모든 비용을 1998년도의 가격으로 변환한다(과거 6년간 물가

상승률 : 14.88 %).

    o 1998년도 가격의 비용지출계획을 각 대안별/연도별로 작성한다.

    o 사용후핵연료의 연도별 발생량과 지출된 비용을 1998년 시점으로 할

인하여 물량과 비용의 총계를 구하고 평준화 비용을 구한다.

    o MVDS를 이용한 차세대 저장관리기술이 기존의 다른 건식저장방식과 

비용이 동일하게 되는 차세대 공정의 손익분기점을 산출한다.

  1) 분석대안의 종류 

분석대상의 건식저장방식은 기존의 연구에서 수행한 수평모듈식, 콘크리

트캐스크, 볼트식 저장방식을 기준으로 하 으며 차세대 관리공정을 볼트식 

저장방법에 연결시킨 방식을 추가하 다. 각 대안별 개요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평모듈식 저장방식(NUHOMS 방식) : 초기시설 및 증설시설 건설

시 3,000 MTU 저장용량의 저장패드를 설치하며 600 MTU의 사용후핵연료

가 수납되기 전에 저장용기 및 콘크리트 모듈을 연간단위로 설치한다. 하나

의 저장용기(DSC)마다 24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저장한다.

   나) 콘크리트캐스크 저장방식(VCC방식) : 수직형의 콘크리트캐스크를 이

용하며 초기시설 및 증설시설 건설시 3,000 MTU 저장용량의 저장패드를 설

치하며 저장용기 및 모듈의 설치는 수평모듈식과 동일하다. 하나의 저장용기

(MSB)마다 24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저장한다. 

   다) MVDS 방식 : 볼트식 저장방식으로써 미국 EBASCO의 연구에서 가

정한 비용분석을 인용하 다. 다른 건식저장방식에 비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모듈식 저장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시설 및 증설시설 건설시 

3,000 MTU 용량의 저장패드 및 저장모듈을 동시에 설치해야 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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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납시설 및 관련 시스템들, 핵연료취급기기 등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

을 가정하고 있다. 단, 저장용기(canister 혹은 tube)는 600 MTU의 사용후핵

연료가 수납되기 전에 필요만큼의 저장용기를 설치하며 하나의 저장용기에

는 하나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만 저장하도록 가정하 다.

   라) GEC-MVDS 방식 : 볼트식 저장방식으로서 국의 GEC ALSTHOM

사에서 가정한 비용자료를 적용하 다.  NUHOMS 방식 및 VCC 방식처럼 

수납 전년도에 600 MTU의 용량만큼의 저장모듈 및 저장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초기시설 및 증설시설 건설시마다 3,000 MTU의 저장패드를 설치하도

록 하고 있다. 또한 수납시설 및 관련시스템은 초기시설의 건설시에만 한번 

설치하며 하나의 저장용기에 4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수용할 수 있도

록 가정하고 있어서 위의 MVDS방식에 비해 훨씬 경제적인 대안이다.

   마) 차세대-MVDS 방식 : 경수로에서 인출된 사용후핵연료를 차세대 관

리공정을 거친후 볼트식 저장방식에 저장시키는 대안으로써 차세대 관리공

정의 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대안이다.  경

수로에서 인출된 최초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부피를 1/4로 감소시킴으로써 

중간저장시설의 규모 및 투자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이다. 

다만, 차세대 관리공정을 거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아직 검증된 저장비용자

료가 없기 때문에 MVDS 방식의 비용계획을 가정한 경우를 기준안인 차세

대-MVDS(기)로 설정하 고  MVDS의 대안에 30 %의 비용증가를 허용한 

차세대-MVDS(상)의 대안을 추가적으로 분석하 다. 또한 차세대 관리공정

을 거친 사용후핵연료가 GEC-MVDS방식에 저장될 경우의 경제적인 대안을 

차세대-MVDS(하)안으로 선정하 는데 이는 모두 차세대 관리공정의 비용

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저장방식의 총비용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2) 대안별 비용분석

비용항목에 따라 저장대안별로 비교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비용항목으로는 초기시설에 소요되는 자본투자비와 설계관리비용, 5년

마다 증설되는 증설투자비(저장용기비 제외), 연간 단위로 투자되는 저장용

기관련비, 연간 운 비, 중간저장시설의 해체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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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초기시설투자비

총저장용량을 18,000 MTU으로 설정하 기 때문에 부지구입 총비용은 

초기투자비에 포함시켰으며 저장패드(3,000 MTU) 및 저장모듈(600 MTU), 

저장용기(600 MTU)에 관련된 비용도 고려되어 있다. 다만, MVDS방식에서

는 3,000 MTU 용량의 저장모듈을 가정한 반면 차세대-MVDS(기), 차세대

-MVDS(상)안에서는 750 MTU용량의 저장모듈과 150 MTU 용량의 저장용

기비용을 가정하고 있으며 차세대-MVDS(하)안에서는 150 MTU 용량의 저

장모듈과 저장용기비용을 계상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MVDS 방식에서는 

부지비용이 1/4로 감소한 비용으로 대체되었다.

Table 3.7. Initial capital cost of each alternative

  (단위 : 백만 $)

항      목 NUHOMS VCC MVDS
GEC-

MVDS

차세대-

MVDS(기)

차세대-

MVDS(상)

차세대-

MVDS(하)

직접

건설비 

저장

시설

저장패드 3.14 2.54 2.79 2.79 0.70 0.91 0.70

저장모듈 18.01
22.30

207.80
16.44

51.95 67.53
4.11

저장용기 8.19 2.82 0.71 0.92

기   타 2.36 1.13 10.70 10.70 10.70 13.91 10.70

소   계 31.69 25.97 224.11 29.93 64.05 83.27 15.51

 수납관련시설 50.02 40.79 42.53 42.53 42.53 55.29 42.53

기    타 101.63 101.63 101.63 101.63 77.14 99.63 77.14

소    계 183.34 168.40 368.72 174.10 183.22 238.18 134.67

직/간접 배분성비용 37.91 33.43 38.03 38.03 18.92 24.59 19.70

직접인건비 수수료 9.54 8.96 9.19 9.19 4.57 5.94 4.76

부지서비스 비용 10.11 9.42 9.65 9.65 4.80 6.24 5.00

예비비 72.27 66.06 127.54 35.02 63.45 82.49 18.14

캐스크 유지시설 58.03 58.03 58.03 58.03 58.03 75.44 58.03  
운 전 비용(설계 등) 191.47 191.47 191.47 191.47 95.26 123.83 99.20

총   계 562.66 535.77 802.18 549.75 428.25 556.72 438.40

   나) 증설시설 투자비

초기시설을 건설한후 5년마다 3,000 MTU의 시설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가정하 기 때문에 용량증가에 비례한 저장패드를 설치해야 한다. 

MVDS, 차세대-MVDS(기), 차세대-MVDS(상)안은 3,000 MTU 용량의 저장

패드비용 및 저장모듈비용이 요구되며 이를 제외한 모든 대안에서는 각 증

가용량에 적합한 저장패드 비용만이 지출된다. 또한 이러한 투자비와 관련된 

간접비용 및 부대비용을 보면 Table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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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Incremental cost for capacity expansion

(단위 : 백만 $)

항      목 NUHOMS VCC MVDS
GEC-

MVDS

차세대-

MVDS(기)

차세대-

MVDS(상)

차세대-

MVDS(하)

직접
건설비 

저장
시설

저장패드 3.14 2.54 2.79 2.79 0.70 0.91 0.70

저장모듈 0
0
207.80

0
51.95 67.53

0
저장용기 0 0 0 0

기   타 0 0 8.66 8.66 8.66 11.26 8.66

소   계 3.14 2.54 219.25 11.45 61.31 79.70 9.36

 수납관련시설 0 0 42.53 0 37.02 48.13 0

기    타 0 0 1.76 0 1.76 2.29 0

소    계 3.14 2.54 263.54 11.45 100.09 130.11 9.36

직/간접 배분성비용 0.69 0.57 27.92 1.21 10.60 13.78 0.99

직접인건비 수수료 0.23 0.12 6.89 0.30 2.62 3.40 0.25

부지서비스 비용 0.23 0.12 7.12 0.31 2.71 3.52 0.25

예비비 1.29 1.00 91.64 3.98 34.80 45.24 3.25

운 전 비용(설계 등) 5.25 0.57 31.58 1.37 12.00 15.59 1.12

총   계 10.82 4.89 428.69 18.62 162.81 211.65 15.22

  

   다) 저장모듈/용기 관련비

사용후핵연료의 연간수납율을 600 MTU으로 가정하 으며 핵연료가 

수납되기 전에 저장모듈 및 용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차세대-MVDS안들은 

150 MTU 용량의 저장용기를 수납년도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지만 이를 제

외한 모든 대안들은 600 MTU 용량의 저장용기를 준비해야한다. 또한 

NUHOMS, VCC, GEC-MVDS, 차세대-MVDS(하)안들은 용기비외에 콘크리

트 저장모듈의 비용도 동시에 지출되어야 한다. 

   라) 연간 운 비

중간저장시설의 운 비는 사용후핵연료가 수납되는 기간과 저장관리

만 요구되는 기간과 차이가 나게 된다.  연간 운 비용은 EBASCO의 자료

를 인용하 는데 $53.23/Man-Hour의 평균노임단가와 2000시간의 연간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하 다.

   마) 해체비용

중간저장시설의 수명기간(60년)이 종료한 후에 즉시 해체하는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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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 으며 각 대안별 해체비용은 초기시설비, 증설투자비, 저장모듈/용기 

관련 총 비용의 10% 가 2067년에 소요되는 것으로 하 다.

Table 3.9. Storage cask and module costs

(단위 : 백만 $)

항      목 NUHOMS VCC MVDS
GEC-

MVDS

차세대-

MVDS(기)

차세대-

MVDS(상)

차세대-

MVDS(하)

직접
건설비 

저장

시설

저장패드 0 0 0 0 0 0 0

저장모듈 26.19
22.29

0
16.44

0 0
4.11

저장용기 0 2.87 0.72 0.93

기   타 0 0 0 0 0 0 0

소   계 26.19 22.29 2.87 16.44 0.72 0.93 4.11

 수납관련시설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소    계 26.19 22.29 2.87 16.44 0.72 0.93 4.11

직/간접 배분성비용 5.74 4.71 0.35 1.97 0.09 0.11 0.49

직접인건비 수수료 1.49 1.26 0.12 0.66 0.03 0.04 0.16

부지서비스 비용 1.49 1.38 0.12 0.66 0.03 0.04 0.16

예비비 10.48 8.89 1.03 5.92 0.26 0.34 1.48

운 전 비용(설계 등) 5.68 5.46 0.33 1.88 0.08 0.11 0.47

총   계 51.08 43.99 4.81 27.53 1.20 1.56 6.88

   

Table 3.10. Annual operating cost

(단위 : 백만 $)

항      목 NUHOMS VCC MVDS
GEC-

MVDS

차세대-

MVDS(기)

차세대-

MVDS(상)

차세대-

MVDS(하)

수납기간

인건비,경비 51.36 51.36 49.18 49.18 12.29 15.98 12.29

전력사용비 3.28 3.28 3.28 3.28 0.82 1.07 0.82

소   계 54.64 54.64 52.46 52.46 13.11 17.05 13.11

저장기간
보안,유지,

방사선보호
6.56 6.56 6.56 6.56 6.56 6.56 6.56

Table 3.11. Decommissioning cost

(단위 : 백만 $)

항    목 NUHOMS VCC MVDS
GEC-
MVDS

차세대-
MVDS(기)

차세대-
MVDS(상)

차세대-
MVDS(하)

해체비용 209.81 183.61 308.51 144.11 127.71 166.03 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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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대안별 비용분석의 요약

위에서 설명한 각각의 비용항목을 연도별 지출계획에 의해 1998년 가

격으로 2067년까지 나타낸후 할인율 8.5 %를 적용하여 1998년 시점으로 현

가화하 다. 또한 사용후핵연료가 수납되는 연도와 물량을 동시에 고려함으

로써 평준화된 저장단가를 산출하 다.  차세대-MVDS 대안들의 경우에는 

차세대 관리공정의 손익분기점 단가를 결정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비용산출

이기 때문에 기타 대안들과 경제성이 동등하게되는 공정단가를 도출하 다.

Table 3.12. Overall cost analysis(discount rate: 8.5 %)

 (단위 : 백만 $)

항      목 NUHOMS VCC MVDS
GEC-
MVDS

차세대-
MVDS(기)

차세대-
MVDS(상)

차세대-
MVDS(하)

시설 투자비용(*)
(운 비,해체비 제외)

2,098 1,836 3,085 1,441 1,277 1,660 714

할인된 총비용 914 856 1,146 771 462 600 371

할인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MTU)

3,357 3,357 3,357 3,357 3,357 3,357 3,357

평준화단가
($/MTU)

272,346 254,842 341,381 229,777 137,684 178,706 110,573

차세대
관리공정의
손익분기점
($/MTU) 

차세대-
MVDS(기)

134,662 117,158 203,696 91,962 - - -

차세대-
MVDS(상)

93,640 76,136 162,675 50,940 - - -

차세대-
MVDS(하)

161,842 144,338 230,876 119,142 - - -

(*) 할인율이 고려되지 않은 비용임.

3. 민감도 분석

대안별 경제성의 비교평가에 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경제적상황 변화에 

의한 것과 국가의 원자력정책 및 후행핵연료주기 전략, 노형전략 등을 대표

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후행핵연료주기 전략 및 원자력발전소의 노형

전략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계획에 직접적인 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책변화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국내 

경제의 투자환경 변화(할인율의 변화)와 중간저장시설의 건설계획을 물량에 

따라 지연시키는 경우에 한정하여 경제성의 변화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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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할인율

경제성 평가에서 자주 이용되는 경제변수로써 국내경제의 투자수익률 

상황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수십년에 걸친 장기투자계획에 대

한 할인율의 선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인율을 높게 책정할 경우 수십

년 후에 예상되는 커다란 규모의 비용도 경제성에 별다른 향을 주지 못하

며 대안의 기술적 특성보다는 비용지출계획의 일정에 의해 경제성이 좌우되

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에서는 원자력과 관련된 초장기 투자계획

의 경우 2-3 (%/년)의 할인율을 추천하고 있다.  산업화의 진전 및 경제가 

선진화됨에 따라 투자수익률은 일반적으로 감소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연 5 %와 3 %의 할인율에 대해 경제성 변화를 검토하 다.

     

 나. 건설시기

기준안으로 채택한 중간저장시설의 건설계획은 2007년도에 초기시설을 

건설하고 이후 5년마다 증설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가정하 기 때문에 

2012년, 2017년, 2022년, 2027년, 2032년에 각각 3,000 MTU의 시설을 투입한

다.  그러나 증설시설의 용량이 3,000 MTU이므로 기간별 누적 초과량이 

3,000 MTU이 될때까지는 증설시설의 건설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증설시설의 투입계획을 2020년, 2025년, 2033년, 2038년, 2043년 등으로 조정

하 다. 이러한 건설계획의 조정은 저장 단위당 평준화 단가보다는 투자비용

의 지출을 미래로 연기시킴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 결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하

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에너지 부존자원이 거의 없다는 점과 대기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되는 실정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의 

확대전략은 전력문제해결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의 

발전원가에서 차지하는 후행핵연료주기비용의 크기가 최근들어 급속히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술은 장기적인 원자력계획수립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 공정중 저장 비용의 손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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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 단가가 기존 방법의 평준화 저장비용의 약 50 %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

아 차세대 관리공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PWR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 및 

주조 비용이 이 범위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기존의 관리 방식에 비해 경

쟁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한다.

Table 3.13. Sensitivity analysis of discount rate, 5%

(단위 : 백만 $)

항      목 NUHOMS VCC MVDS
GEC-
MVDS

차세대-
MVDS(기)

차세대-
MVDS(상)

차세대-
MVDS(하)

할인된 총비용 1,528 1,426 1,918 1,267 747 966 559

할인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MTU)

6,243 6,243 6,243 6,243 6,243 6,243 6,243

평준화단가

($/MTU)
244,793 228,458 307,257 202,875 119,603 154,726 89,505

차세대

관리공정의
손익분기점

($/MTU) 

차세대-

MVDS(기)
125,189 108,855 187,654 83,350 - - -

차세대-
MVDS(상)

90,067 73,732 152,531 48,228 - - -

차세대-

MVDS(하)
155,250 138,915 217,714 113,411 - - -

Table 3.14. Sensitivity analysis of discount rate, 3%

(단위 : 백만 $)

항      목 NUHOMS VCC MVDS
GEC-
MVDS

차세대-
MVDS(기)

차세대-
MVDS(상)

차세대-
MVDS(하)

할인된 총비용 2,170 2,023 2,719 1,781 1,044 1,344 751

할인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MTU)

9,283 9,283 9,283 9,283 9,283 9,283 9,283

평준화단가

($/MTU)
233,730 217,858 292,873 191,809 112,432 144,810 80,890

차세대

관리공정의
손익분기점

($/MTU) 

차세대-

MVDS(기)
121,298 105,426 180,442 79,378 - - -

차세대-
MVDS(상)

88,919 73,048 148,063 46,999 - - -

차세대-

MVDS(하)
152,840 136,968 211,984 110,9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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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5. Sensitivity analysis of construction time(discount rate: 8.5 %)

(단위 : 백만 $)

항      목 NUHOMS VCC MVDS
GEC-

MVDS

차세대-

MVDS(기)

차세대-

MVDS(상)

차세대-

MVDS(하)

할인된 총비용 718 677 851 623 372 479 338

할인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MTU)
2,252 2,252 2,252 2,252 2,252 2,252 2,252

평준화단가

($/MTU)
319,106 300,531 378,137 276,718 165,039 212,518 150,220

차세대
관리공정의

손익분기점

($/MTU) 

차세대-

MVDS(기)
154,067 135,492 213,098 111,617 - - -

차세대-

MVDS(상)
106,587 88,013 165,618 64,138 - - -

차세대-

MVDS(하)
169,010 150,436 228,041 126,5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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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정의 핵 비확산성 평가

핵 비확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향 인자를 선정한 후 

각 인자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그 향 인자로는 정

치․외교적 인자와 과학․기술적 인자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정치․외교적 인자에는 기술을 개발코자 하는 국가의 목적 투명성과 신

뢰성이 종종 거론되며 이러한 문제는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일방적이거나 선언적 방법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인도/파키스탄, 이락, 북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국제 정치․외교적 인자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사항 중 하나가 미국 

정부의 원자력 기술개발에 대한 시각과 정책 노선이며 그 예가 일찍이 카터 

행정부이래 클린턴 행정부까지 견지되고 있는 다음 사항이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encourage the civil use of plutonium and, 

accordingly, does not itself engage in plutonium reprocessing for either 

nuclear power or nuclear explosive purposes. The United States, 

however, will maintain its existing commitments regarding the use of 

plutonium in civil nuclear programs in Western Europe and Japan."

    핵 비확산 평가의 과학․기술적 인자로는 적용 또는 개발 기술에 의한 

1)플루토늄의 증식 가능성, 2)취급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 3)한계 자

기방어 감마 방사능 준위(>1Sv/h at 1m)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핵 비확산

과 관련한 과학․기술적 인자의 척도를 말할 때, 기존의 민수용 원자력 발전

소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 그 자체가 최저의 핵 확산 위험 수준이라면 

Purex 공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를 분리․정제하여 얻어진 플루토늄은 최

고의 핵확산 위험 수준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비록 지금 연구 중단되기는 하 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1990

년대 초반까지 미국 ANL에서 선풍을 불러 일으켰던 IFR(Integrated Fast 

Reactor) 핵연료 주기 기술개발에 대한 핵 비확산성을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의 Purex 재처리의 경우와 상대 비교 검토한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IFR 핵연료 주기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고온 건식 처리에 

의하여 얻어진 물질은 Purex 습식처리에 의하여 얻어진 물질보다 훨씬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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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물질이며 핵폭탄 원료 물질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

  2) IFR 핵연료 주기는 장기적인 잉여 플루토늄의 물질수지 측면에서 핵 

비확산성에 도움이 된다.

  3) 단위 질량 당 붕괴열 기준으로 IFR 핵연료 주기에서 채택하고 있는 건

식처리에 의하여 생산된 핵물질이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를 Purex 습식처리

하여 얻어진 핵물질 보다 약 2.6배 강하여 핵 비확산 측면에서 매력적이다.

  4) 한계 자기방어 감마 방사능 준위 측면에서 IFR 핵연료 주기의 건식처

리 공정에서 생산된 음극 산물(10kg)이나 핵연료 집합체(90kg)의 감마 선량

율은 한계 준위의 약 5배내지 10배에 달하는 반면 Purex 습식처리 산물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감마 선량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IFR 핵연료 주기의 건

식처리가 핵 비확산 관점에서 매우 유리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적 측면에서의 핵 비확산 분석은 사용후핵연

료를 처리했을 때 얻어지는 물질의 순도, 붕괴열, 감마 선량율, 그리고 핵연

료 주기 상의 플루토늄의 증배식율과 관계된 물질수지 측면에서 살펴 보아

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용후 핵연료 차세대 관리 공정의 핵 비확산성 또한 상기한 정

치․외교적 및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IFR 건식

처리와 Purex 습식처리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카터 행정부의 플루토늄

의 이용과 이를 위한 재처리 행위를 평화적이든 비평화적이든 상관없이 권

장하거나 행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일본 및 서유럽과의 현존하는 플루토늄의 

평화적 이용 계획에 대한 공약 사항만을 인정하겠다는 외교적 선언은 현 상

태의 미국 정부 입장에 변화가 오지 않는 한 플루토늄을 내포하고 있는 사

용후 핵연료의 재순환을 위한 어떠한 이용 계획도 미국 정부로서는 이해되

지 않는다는 경직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용후 핵연료 차

세대 관리 공정 개발의 목적을 이용이 아닌 효율적 저장에 초점을 둔 것이 

정치․외교적 관점에서의 핵 비확산 노선과 동일 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학․기술적 측면에서의 사용후 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에 대한 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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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공정에서의 PWR 사용후 핵연료의 고온 건식 리튬환원 기술은 

그 비교대상으로 IFR 핵연료주기의 건식처리 방법인 전해정련법과 비교하

을 때, 플루토늄의 분리정제도 측면에서 아메리슘, 큐륨, 넵튜늄 등의 동시 

획득으로 핵폭탄 원료물질로서 직접 전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

는 IFR 전해정련법에 의한 플루토늄 생산물보다 더욱 그 원료 물질로서 전

용이 불가능한 우라늄 금속 매트릭스내에 플루토늄과 기타 악틴 금속들 그

리고 백금족 원소들과 지르코늄 및 일부 희토류 금속들이 분포하는 형태의 

금속 잉고트가 얻어진다.

    둘째, PWR 사용후 핵연료의 리튬환원에 의한 금속전환 후의 단위 질량

당 제염계수는 최저 1/2에서 최대 1/10정도의 낮은 값으로 Purex 습식처리

가 갖는 10-7의 제염계수와 IFR 전해정련이 갖는 2x10-2의 제염계수에 비하

여 현저히 낮기 때문에 한계 자기방어 감마 방사능 준위를 훨씬 상회하며 

사용후핵연료의 취급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방사선 안전 관리조건을 요한

다.

    셋째, 단위 부피당 발열량은 리튬환원 처리 전의 PWR 사용후 핵연료에 

대비하여 약 2배 수준 증가하여 핵 비확산 측면에서 IFR 건식처리 생산물 

보다 더욱 효과적이다.

    넷째, 본 사용후 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은 미래 인류 에너지 자원으로

서의 사용후 핵연료를 효율적으로 장기 안전 저장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핵 비확산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

고 경제적인 후행 핵연료 주기 모델이 개발되는 시점까지 사용후 핵연료로

부터 플루토늄을 분리시키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능동적 핵 비확산 지향성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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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초실험

제1절 우라늄 산화물 소결 펠렛의 공기 산화

1. 서언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의 첫 번째 단위 요소공정은 사용후핵연료의 

탈피복 및 분말화 공정이다.  이 공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는 해체, 절

단되고, 세라믹성의 사용후핵연료는 고온의 공기분위기에서 산화되어 분말형

태로 전환되어 탈피복이 이루어진다.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탈피복 방법으로

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었으나 (2장 1절 참고), 이들은 서로

간에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경우에 있어서 목적하는 바나 후속공정

에의 향 등을 고려하여 탈피복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 차세

대관리공정에 있어서는 탈피복 공정에서 회수되는 핵연료물질이 분말형태가 

되어야 후속의 금속전환공정에서 반응속도가 빠르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탈피복 공정에서 분말형태의 핵연료물질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비

교적 간단한 공정인 Voloxidation법을 기준 탈피복 방법으로 채택하고, 이와 

유사한 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의 분말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위하여 피복관이 씌워진 UO2 펠렛을 고온의 공기분위기에서 산화시켜  

U3O8 분말로 전환하는 실험을 하여 산화온도 및 시간에 따른 분말화 특성 

자료를 구하 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우라늄 산화물 소결 펠렛의 산화속도는 온

도, 산화시간 등의 공정변수는 물론, 우라늄 산화물 소결 펠렛의 제조 조건 

및 연소 이력 등에도 향을 받는다.  UO2 펠렛은 150℃ 이하의 낮은 온도

역에서는 산화속도가 매우 느리다.  150∼300℃ 범위에서는 안정한 산화생

성물인 β-U3O8 로 전환되지만, 이 산화반응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 두 상의 

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UO2=10.97, β-U3O8=11.4 g/cm
3) 분말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UO2 펠렛의 산화실험을 350∼1000℃의 온도범위에서 수행한 

Peakall 과 Antil[1]에 의하면, UO2 펠렛의 산화속도는 500℃에서 최대가 되

며 650℃ 이상에서는 감소한다.  상기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UO2 소결 펠렛

의 분말화를 위한 적절한 온도는 400∼700℃ 범위로 판단되었으며, 이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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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산화실험을 하여 분말화특성을 고찰하 다.

    한편, 사용후핵연료의 분말화과정에서 고방열 핵종인 Cs의 제거 가능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CsI 의 휘발실험도 수행하 다.

2. 실 험

  지르칼로이 피복관이 씌워진 UO2 펠렛을 muffle furnace에 넣고 고온의 

공기분위기에서 U3O8 분말로 산화시키며, 온도와 시간에 따라서 분말로 전환

한 양을 측정하 다.  UO2 펠렛(φ12.2×15.8mm)을 지르칼로이 피복관(φ12.3×

32mm)에 넣고, 이를 스테인레스 강으로 제작한 25mm × 50 mm × 25 mm 

크기의 사각형 용기에 담아서,  고온의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는 furnace에 

넣어서 산화시키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furnace에서 꺼내고 산화

된 분말을 분리, 회수하 다.  회수된 산화분말의 무게를 측정하 으며, 대표

시료를 채취하여 입자크기 및 비표면적을 측정하 다.  실험 온도범위는 40

0∼700℃까지이며, 100℃ 간격으로 실험하 다.

    CsI의 휘발실험은 무게를 미리 측정한 CsI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는 

muffle  furnace 내에 주입하고 이를 1 시간 간격으로 꺼내어 무게변화를 측

정하 다.

3. 결과 및 고찰

  지르칼로이 피복관속의 UO2 펠렛을 400℃에서 산화시켰을 때 분말화되어 

가는 모습을 Fig. 4.1.에 나타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UO2 펠렛의 

산화가 진행되어 분말의 양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UO2 

펠렛이 U3O8 분말로 산화할 때의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이 설명[2]되고 있다

(Fig. 4.2. 참조).

    고온에서 UO2 펠렛이 산화될 때, 처음에 UO2 펠렛의 표면에 산소가 흡

착되어 단분자층이 형성되고 이와 동시에 흡착된 산소는 UO2 격자를 통하여 

확산되면서 흡착이 계속 일어난다.  충분한 산소가 흡착된 뒤 UO2 펠렛의 

표면에는 산화반응에 의하여 U4O9이나 U3O7의 엷은 층이 형성된다.  이러한 

엷은 층을 통하여 산소가 확산되면 crack이 생기고 형성된 crack 사이에서 

U3O8은 표면으로부터 깨어져 떨어져 나가면서 새로운 표면을 노출시키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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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Fig. 4.1. U3O8 powder formed by oxidation of UO2 pellet at 400℃

            (a) initial, (b) 2h, (c)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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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Growth of U3O7 and U3O8 on a UO2 pellet surface in air.

며 계속된 산화반응에 의하여 펠렛은 U3O8 으로 변화하여 분말화된다.  즉 

첫번째 단계에서는 U3O7이 형성되고 이때 UO2 결정격자에서 약간의 수축과 

내부응력이 일어나며, 두번째 단계에서 정방정계의 U3O7이 orthorhombic 

U3O8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도가 11.4 g/cm3에서 8.53 g/cm3 으로 감소

한다.  이는 U3O8으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해서는 약 30%의 부피가 증가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부피팽창이 UO2 펠렛의 분말화를 유발시키는 것이

다.

  분말들을 용기로부터 회수하고 그때까지 분말로 변하지 않은 UO2 펠렛

의 형태를 보면 Fig. 4.3.에서와 같이 지르칼로이 피복관과 접촉되어 있는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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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전혀 산화되지 않았고 공기와 접촉되는 면만이 산화되어 펠렛의 축방

향으로만 크기가 점차 작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지르칼로이 피복관

이 UO2 펠렛의 반경방향으로의 산소의 확산을 방해하고 반경방향으로의 부

피팽창을 억제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Fig. 4.4.에 나타낸 것과 같이 지

르칼로이 피복관이 팽창하여 변형되기도 하 다.  

Fig. 4.3. Unreacted shrinking UO2 pellets during the oxidation at 400℃

        (a) initial, (b) 1h, (c) 2h, (d)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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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4. Bulgy zircaloy tubes after the oxidation of UO2 pelltes.

             Temperature (a) 400℃, (b) 600℃.

    이와 같은 UO2 펠렛의 산화거동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UO2 펠렛

의 표면에서 산소의 흡착과 산화반응에 의해 산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입증

하는 것이며, 또한 기체-고체 반응시의 shringking core model[3]에 잘 적용

되는 현상이다.  Shringking core model에 의하면 고체표면에서의 기체-고체 

반응은 세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게 된다.  첫 번째는 gas film을 통하여 기

체가 고체표면으로 확산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반응된 고체의 ash layer

를 통한 기체의 확산, 그리고 세 번째로 고체표면에서 확산된 기체와 고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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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학반응단계이다.  UO2 펠렛의 산화시의 반응생성물은 U3O8의 분말로 

존재하므로 ash layer를 통한 기체의 확산에 대한 저항은 작을 것이며, gas 

film에 대한 저항 역시 작을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반응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전체 율속은 고체표면에서의 화학반응이 지배할 것으로 생

각된다.

    Fig. 4.5.에 UO2 펠렛 한 개를 지르칼로이 피복관 안에 넣고 산화시켰을 

때의 시간에 따른 분말화율을 산화온도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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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Time for conversion of UO2 pellet into U3O8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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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600℃ 의 온도범위에서는 산화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분말화 속도

가 빨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700℃에서는 전혀 분말화가 되지 않았

으며, 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UO2 펠렛의 초기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

다.  이같이 온도차이에 따라 산화 속도 및 양상이 다른 이유는 U3O8의 결정

성장 메카니즘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UO2 펠렛은 산화초

기에 U4O9 또는 U3O7 등의 중간상 형성에 따른 3-4%의 부피축소에 의해 결

정립계 균열이 일어나고, 중간상에서 U3O8상으로의 상변화에 의한 부피팽창

으로 분리가 된다.  이때 산화온도가 다르다면 UO2 펠렛의 물리적 특성이 

온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또한 600℃ 이상의 고온에서는 소성변형으로 인

해 산화율 및 분리가 늦어지며[1], 900℃의 고온에서는 U3O8의 결정성장 방

향이 다르기 때문에[4] UO2 펠렛이 U3O8으로 변화는 하지만 그 전환속도가 

대단히 느리다.

    생성된 U3O8분말의 입자크기와 비표면적을 측정하여 Table 4.1.에 나타

내었다.  산화온도가 높을수록 생성된 U3O8 분말 입자의 평균크기는 커지며 

비표면적은 감소한다.  이는 다른 연구자[5]의 보고와도 일치하는 경향이며, 

U3O8의 결정성장 메카니즘이 온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결

과이기도 하다.  

Table 4.1. Mean size and specific surface area of U3O8 powder

Temp. (℃)
Mean particle size

(μm)

Specific surface area

(m2/g)

400 18.03 0.7012

500 29.65 0.5073

600 42.90 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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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6.에는 산화된 U3O8분말의 입자크기분포를 도시하 는데 모두 

log-normal 분포형태를 보이며 온도가 높을수록 평균크기는 커지지만 입자

의 크기는 넓게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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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Size distribution of U3O8 powder,

         Temperature (a) 400℃, (b) 500℃, (c) 600℃.

    UO2 펠렛의 산화거동은 기체-고체 반응시의 shringking core model에 

잘 적용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림에서와 같이 시간에 대한 분말화율의 

직선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 모델을 적용하여 정량적으로 분말화율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생성된 U3O8 분말을 통하여 UO2 펠

렛의 표면으로 산소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고체생성물인 U3O8 분말에 의해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시간에 따른 분말화율의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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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예측을 위하여는 gas film 율속단계와 화학반응 율속단계가 복합된 전

체 반응속도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보다 정 한 실험에 의한 자료를 얻어야 

할 것이다. 

    완전히 분말화된 펠렛을 회수하여 무게를 측정하 고 그 결과를 Table 

4.2.에 나타내었다.  UO2 의 산화반응은 다음식으로 표시된다.

                 3 UO2  +  O2   →   U3O8                      (4.1)

UO2 펠렛이 완전히 U3O8 분말로 변한다면 이론적인 무게변화는 U3O8/UO2 

=1.04 로 약 4%의 무게증가가 있게 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화 전

후의 무게증가가 UO2로부터 U3O8으로 전환될 때의 무게증가와 일치하는 값

을 보이고 있으므로 생성된 분말들은 모두 U3O8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Table 4.2. Weight increase of UO2 pellet during the oxidation into

          U3O8 powder

Temp. (℃) Initial wt. (g) wt. of powder (g) Theoretical wt. (g)

400

19.055

19.130

19.295

19.733

19.805

20.002

19.808

19.886

20.058

500 19.390 19.819 20.156

600

19.341

19.317

19.215

20.039

20.032

19.919

20.105

20.080

1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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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화에 의한 핵연료물질의 회수율 측면에서 보면, 400∼600℃의 온도

범위에서는 초기에 주입한 UO2 펠렛의 대부분을 U3O8의 분말로 회수할 수 

있었고 피복관 내부에 떨어지지 않은 약간의 부스러기만이 회수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건식 분말화에 의한 핵연료물질의 회수율은 습식 용해에 의한 

회수율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실험결과에서는 거의 100% 분말

로 회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조사된 UO2 펠렛의 산화실험

을 통하여 회수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분말화 과정에서 고 방열 핵종인 Cs의 제거

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CsI 만을 가열로에 넣어 UO2 펠렛이 U3O8분말로 산

화되는 400∼600℃의 온도범위에서 무게감량을 측정하여 보았으나 전혀 휘

발되지 않음을 확인하 다.  CsI의 용융점이 680℃ 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온도범위에서는 CsI가 전혀 휘발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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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라늄 산화분말의 리튬 환원

1. 서 언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의 첫 단계에서 고온 산화법에 의해 분말로 

전환된 사용후핵연료 분말은 다음 단계인 고온 용융 환원공정에서 리튬에 

의해 환원되어 금속으로 전환된다.  고온 용융 환원공정은 사용후핵연료 차

세대 관리공정의 가장 중요한 단위공정 중의 하나로서, 사용후핵연료 관리기

술의 핵심사항인 사용후핵연료 관리부피의 감용과 고방열성 핵종인 세슘과 

스트론튬의 선택적 제거를 위해서는 이 공정이 필히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용융환원 방법으로는 분말화된 사용후핵연료를 LiCl 용

융염 매질 내에서 Li 금속에 의해 직접 환원시키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우라늄 산화분말의 환원제로서는 Ca 또는 Mg 등이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Ca 이나 Mg을 이용한 환원은 대단히 높은 온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단점

이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Li에 의한 환원은 650 ℃ 정도

의 비교적 저온에서의 반응도 가능하며 장치의 부식면에 있어서도 훨씬 유

리하여 일반 스테인레스 강을  장치의 재질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산화물 분말들은 LiCl 용융염 내에서 리튬 금속과 반응하

여 생성되는 각 화합물들의 상대적인 안정도에 따라서 금속 또는 염화물 등

으로 전환된다.  우라늄, TRU 원소, 귀금속, 그리고 전이금속 핵분열 생성물

질 등은 금속으로 전환되며, 이때 반응결과 발생되는 Li2O는 LiCl 용융염에 

용해된다.  세슘 이나 스트론튬, 그리고 바륨과 같이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강한 핵분열 생성물들은 염화물로 전환되거나 또는 Li과 화합물을 이루어 

LiCl 용융염에 용해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직접 Li에 의

하여 환원시킬 때의 반응특성을 규명하고 환원공정의 장치구성과 최적의 운

전조건을 실험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UO2 소결펠렛을 산화하여 만든 U3O8 분말을 주원료로 한 모의 사용후핵연

료 분말을 이용하여 Li 용융 환원실험을 수행하 다.  모든 실험은 아르곤 

분위기의 불활성 기체분위기를 이루는 로브박스 내에서 수행되었다.  실험

결과,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Li에 의해 금속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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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변수들이 환원율에 미치는 향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모

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Li 환원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사용후핵연료 차

세대 관리공정 mock-up 시험시설의 금속전환 장치의 기본 설계자료로서 활

용되었다.

2. 실  험

 가. 실험 장치

     Li 용융환원에 의한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금속전환 실험장치는 가

로, 세로, 높이의 크기가 각각 78 cm, 60 cm, 80 cm 인 동일한 크기의 로

브박스 두 개와 그 외의 부속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의 구성도는 Fig. 

4.7.과 같다.

    U3O8-Li-LiCl 계의 금속전환은 용융염으로 LiCl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들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대기중 수분과의 직접 접촉을 방지해야 하며, 

또한 환원제로 사용되는 Li의 공기에 의한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활성 

기체분위기에서 반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반응기를 로브박스 내에 

설치하고 로브박스 내부는 아르곤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Li 

환원 반응이 수행되는 로브박스(II) 하부에는 직경 15 cm, 깊이 70 cm의 

우물형 홈을 만들어 여기에 반응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 고, 우물형 홈 

외부에는 용량 5 kW의 Kanthal선 가열기를 설치하여 PID 온도조절기로써 

반응온도를 상온에서 약 1000 ℃까지의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 다.  

한편, 다른 하나의 로브박스(I) 내부에는 화학저울을 설치하여 아르곤 분위

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모든 시료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 고, 준비된 시

료들은 두 개의 로브박스 연결부의 압착식 개폐문을 통하여 외부와의 기

을 유지하면서 로브박스(II) 내의 반응기에 이송될 수 있도록 하 다.

    반응기는 내경이 75 mm, 길이는 80 mm이고 스테인레스 강 304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Fig. 4.8.과 같다. U3O8-Li-LiCl 계의 고온 용융 환원반응은 

LiCl 용융염 중에서의 반응물 및 생성물들의 도차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

들의 완전혼합을 위하여는 빠른 속도의 교반이 필요하므로 반응기 상부에 

최대 1200 rpm까지 교반 가능한 교반기(EYELA-2100)를 설치하고, 스테인

레스 강 재질로 제작한 직경 40 mm의 3-propeller를 사용하여 반응물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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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Process flowsheet for reducti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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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Schematic view of the reduction reactor.

반하 다.  반응기 내부의 원주상에는 반응물들의 교반에 의한 Vortex를 방

지하기 위하여 두께 5 mm, 길이 60 mm의 Baffle 4개를 90°간격으로  설치

하 다.  이 반응기는 다시 내경이 80 mm, 길이 450 mm의 스테인레스 강 

basket에 넣어 로브박스 하부 가열로 내에 위치시킨다.  스테인레스 강 

basket 상부는 플랜지 연결에 의해 반응기를 외부로부터 폐시키며,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아르곤가스의 공급을 위한 아르곤 가스 공급관과 배출관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반응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 환원제인 Li을 공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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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직경 20 mm의 알루미나 튜브 관이 연결되어 있다.  반응기가 들어 

있는 스테인레스 강 basket의 외부는 가열기가 설치되어 반응에 필요한 열

을 공급하게 되며, 반응기 상부와 로브박스 연결부위에는 자켓을 설치하고 

여기를 통하여 냉각수를 순환시킴으로써 로브박스 내부의 지나친 온도상

승을 방지하 다.  로브박스 내부에는 소형 송풍기를 설치하고, 이를 로

브박스 외부의 기체 정제장치에 연결하여 로브박스 내부의 기체를 순환시

킴으로써 로브박스 내부가 항상 고순도의 아르곤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

록 하 다.

 나. 시 료

     실험에 사용된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은 사용후핵연료를 구성하는 원

소들 중에서 대표적인 원소들만을 포함하도록 몇 가지 시약들을 혼합하여 

만들었다.  우선 우라늄의 초기 농축도 3.5%인 PWR 핵연료를 43 

GWD/MWD로 연소하고 이를 1년간 습식 냉각했을 때의 사용후핵연료의 조

성을 ORIGEN 2 코드로 계산하 다(Table 4.3.).

Table 4.3.  Composition of Simulated Spent Fuel Powder1)

Typical

element

Calculated

composition
2)

Used

compound

Inclusive

weight (g)

Weight

fraction (%)

Cs

Sr

Zr

Nd

U

Pd

0.0041

0.0031

0.0046

0.0133

1.0000

0.0059

CsI

SrO

ZrO2

Nd2O3

U3O8

PdO

  0.8156

  0.3730

  0.6322

  1.5786

120.0000

  0.6906

 0.66

 0.30

 0.51

 1.27

96.70

 0.56

Total 124.0900 100.00

1) Based on initial enrichment of 3.5% U-235, burn-up of 43 GWD/MTU,
   and cooling time of 1 year
2) Relative composition based on uranium calculated by using ORIGE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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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된 각각의 원소들 중에서 주기율표상의 IA족 원소 중에서는 Cs을, 

IIA족에서는 Sr을, IIIB족에서는 Zr을, 란탄나이드계열에서는 Nd을, 액티나이

드계열에서는 U을, 그리고 VIII족에서는 Pd을 대표원소로 선택하고 이 원소

들이 포함된 화합물들을 ORIGEN 코드에서 계산된 사용후핵연료 조성비율

을 이루도록 혼합하여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만들었다.  사용후핵연료 

구성원소의 고방열 핵종인 Cs과 Sr을 포함시킨 이유는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Li에 의한 금속으로의 환원과정에서 이들의 제거율이 얼마나 될 것인

가를 심층 분석해 보기 위함이다.

    U3O8을 제외한 모든 화합물들은 Johnson-Matthey사의 GR급 시약을 사

용하 으며, U3O8 분말은 미조사된 UO2 펠렛(φ12.2×15.8 mm)을 400∼600 

℃의 공기분위기에서 산화시켜 U3O8으로 만든 분말을 사용하 다.  환원제인 

Li 금속은 Johnson-Matthey사의 granule type Li (크기 : 2∼5 mm)을 사용

하 고, LiCl은 Fisher사의 순도 98.7% 시약을 사용하 다.  이들 시료들은 

공기중에 노출되었을 때 공기중의 산소 및 수분에 의하여 산화 또는 용해하

는 성질이 있으므로 앞 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아르곤분위기의 로브박

스(I) 내에서 무게를 측정하고 반응기에 공급되도록 하 다.

 다. 실험 방법

     모든 실험은 U3O8 120 g을 기준으로 하여, 반응온도, 환원제인 Li의 첨

가량, 그리고 용융염인 LiCl의 양 등을 변화시켜 가며 수행되었다.  Table 

4.4.에 각각의 변수들과 실험 조건들을 요약해 놓았다.

Table 4.4. Experimental Conditions of Reduction of Simulated Spent Fuel

모의 사용후핵연료분말 (g)

반응 온도 (℃)

Li 첨가량 (Li/U equiv.)

LiCl 양  (g)

반응 시간 (시간)

아르곤 기체 유량 (l/min)

교반 속도 (rpm)

124.09

630 ∼ 830

1.0 ∼ 1.4

60 ∼ 150

1 ∼ 4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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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방법을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시료를 반응기

에 넣어 이 것을 로브박스 내에 넣고 로브박스의 모든 개폐구를 차단하

여 외부공기의 유입이 없도록 한다.  다음은 진공펌프 및 밸브를 조작하여 

아르곤 가스의 공급/배출을 10여차례 실시하여 로브박스 내부를 아르곤 분

위기로 만든다.  사용후핵연료 분말시료가 담긴 반응기에 로브박스(I) 내부

에서 준비한 LiCl을 첨가한 다음 반응기를 다시 basket에 넣어 로브박스

(II) 하부의 가열로 중앙에 설치한 후 반응기를 가열하기 시작한다.  이후 계

속해서 아르곤 가스를 0.2 l/min의 유량으로 공급하여 반응기 내부가 순수한 

불활성 기체 분위기가 되도록 한다.  반응기의 온도가 상승하여 설정온도에

서 안정화되면 로브박스(I)에서 미리 준비해 둔 Li 금속을 반응기 상부의 

알루미나 관을 통하여 주입하고 교반을 시작하여 환원반응이 일어나도록 한

다.  설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가열을 중단하고 상온까지 냉각시킨다.

실험이 끝나면 로브박스로부터 반응기를 해체하고 반응기 내부의 생성물

들을 분쇄하여 회수하 다.  이들의 분석을 위하여 먼저 생성물을 증류수에 

용해시켜 미반응 Li 및 LiCl, 그리고 생성된 Li2O 등의 수용성 물질들을 용

해시켜 고체 생성물과 분리하 다.  이렇게 얻어진 고체 생성물들은 증류수

에 충분히 세척하고 여과/건조 후 XRD 및 TGA 분석에 의하여 우라늄으로

의 금속전환율을 구하 으며, 우라늄 이외의 원소들은 질산용액에 용해하여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 분광분석기(ICP-AES)에 의해 분석을 행하 다.

3. 결과 및 고찰

   Li 환원반응에 의한 생성물은 금속으로 환원된 원소들을 비롯하여 Li, 

LiCl, Li2O, 그리고 미전환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 등이 서로 혼합된 고체상

태로 존재한다.  실험이 끝난 후 상온으로 냉각된 생성물의 형태를 살펴보

면, 상부에는 LiCl층이 얇게 존재하 고 하부로 갈수록 LiCl과 환원된 금속

들의 입자들이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 다.  실험결과의 분석을 위하여 생성

물을 분쇄하여 반응기로부터 회수하고, 이들을 증류수에 넣어 Li 및 그 화합

물들을 용해시켜 생성물로부터 제거하 다.  이렇게 얻어진 고체 생성물들은 

1∼2 mm 정도 크기의 비교적 큰 고체입자와 미세 분말형태의 미립자로서, 

이들의 침강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재분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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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질들을 XRD에 의해 분석한 결과,  Fig. 4.9., Fig.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굵은 입자들은 우라늄 금속으로 판명되었으며, 미세 분말 

형태의 물질들은 우라늄 금속과 UO2의 혼합물질임이 판명되었다.

Fig. 4.9. Typical XRD pattern of uranium metal powder produced.

    우라늄 금속으로의 전환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시료들의 공기 중 재산화

에 의한 무게이득 분석법을 이용하 다.  우라늄 금속과 UO2분말을 산화시

키면 반응식 (4.2), (4.3)과 같이 최종적으로는 안정한 U3O8으로 전환되며 이 

때의 무게증가율은 순수한 우라늄일 경우 17.93%이며, 순수한 UO2분말일 경

우에는 3.95%가 된다.

                    3 U + 4 O2  → U3O8                          (4.2)

                    3 UO2 + O2  → U3O8                          (4.3)

따라서 실험결과 얻은 물질들이 모두 우라늄과 UO2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

하면 TGA분석에서의 무게증가량으로부터 우라늄과 UO2의 함량을 각각 계

산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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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Typical XRD pattern of uranium metal and uranium oxide 

             powder mixture produced.

    TGA 분석결과의 일부를 Fig. 4.11., 4.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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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Typical TGA curve of uranium metal powder 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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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Typical TGA curve of uranium metal and uranium oxide

             powder mixture produced.

    Fig. 4.11.은 입자가 굵은 금속성 물질의 TGA 곡선으로서 산화후의 무

게증가량이 대략 17.9%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구성된 물질이 모두 우라늄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Fig. 4.12.는 미세분말형태의 물질들에 대한 

TGA 곡선으로 그 무게증가량이 약 12%이므로 우라늄함량이 약 58%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조건 범위에서의 전체적인 환원율은 대략 70∼96% 

사이의 값이었으며 순수한 금속으로의 100% 전환에 소요되는 반응시간은 장

시간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성물중에는 우라늄 이외에 Pd, Zr 등의 전환된 금속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XRD 분석에서는 우라늄이외의 금속들을 확인할 수 없

을 만큼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그 이유는 우라늄이 생성물의 대부분(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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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분말중의 U3O8 기준으로 약 97%)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량 함

유되어 있을 금속들이 XRD 분석으로는 발견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우라늄 이외의 금속들을 좀 더 정  분석하기 위하여 생성물을 질산

용액에 용해하여 화학분석을 행하 다.

    화학분석 결과,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중에 포함되었던 원소이외에 Fe, 

Ni, Cr 등이 미량 검출되었다.  Fe, Ni, Cr 등이 검출된 이유는 반응이 진행

되는 동안 고속으로 회전하는 스테인레스 강 재질의 교반기가 생성된 금속 

입자들과의 충돌에 의하여 마모되어 혼입되었거나, 아니면 우라늄 금속과의 

공용융 합금체를 형성하여 용융염 내로 용해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

한 스테인레스 강 재료를 사용한 반응기는 여러차례의 실험후에도 외관상의 

변형이 없었으나, 교반기에서는 4∼5차례의 실험 후 심각한 마모현상이 발견

되었으며 최초에 사용하기 시작하 을 때보다 70%정도의 크기로 작아졌다.  

그러므로 Li 환원반응시 사용되는 반응기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강을 사용하

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나, 교반기의 재질로는 Mo-W합금 또는 탄탈륨 

등과 같이 우라늄 합금 생성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고온 부식이 덜 심각한 

재질로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가. 환원 속도

     Li에 의한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환원반응 시 요구되는 적절한 반

응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1시간 간격으로 시간을 늘려가며 4차례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Fig. 4.13.과 같다.  Fig. 4.13.은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중의 U3O8 120 g, LiCl 90 g, 환원제로 첨가한 Li의 양은 우라늄과의 몰

당량비로 1.2, 그리고 반응온도는 780℃일 때의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반응시간 1시간 이후에서의 환원율은 75% 이상이며,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환원속도는 점차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Li 환원반

응은 반응초기에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반응시

간이 4시간이 경과되어도 환원율이 약 90%의 평형값에 도달해 가고 있으므

로 완전한 환원을 위해서는 장시간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 조건에서의 

최대 환원율은 반응시간 3시간에서 91%의 값을 나타냈으며 회분식 운전조건

에서의 Li 환원반응에 의한 금속 전환율 측정실험에서 그 반응시간으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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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3∼4 시간이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모든 실험변수에 따른 환원

율 측정 실험에서 3시간을 반응시간으로 하여 비교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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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Reduction yield of uranium as  function of time.

 나. 온도의 향

    우라늄 산화물의 Li에 의한 환원은 다른 환원제를 사용하는 방법과 비교

하여 볼 때 비교적 저온에서 반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라늄 산화물의 Ca이나 Mg에 의한 환원방법에서는 1,100∼1,300 

℃ 정도의 높은 반응온도가 요구[6]되는 반면에, Li 환원법에서는 용융염 매

질로 사용되는 LiCl의 용융점인 610 ℃ 이상이면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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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따라서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환원반응 시 온도에 따른 환원율을 알

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630 ℃를 최저 반응온도로 설정하고, 50 ℃ 간

격으로 830 ℃ 까지의 온도범위에서 실험을 하 다.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

말중의 U3O8의 양을 120 g, LiCl을 90 g, 환원제로 첨가한 Li의 양을 우라늄

과의 몰당량비로 1.2, 그리고 반응시간을 3시간으로 하 을 때의 실험결과를 

Fig. 4.14.에 나타내었다. 반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환원율이 약간씩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 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환원율은 대략 83∼92%의 값들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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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Reduction yield of uranium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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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i 첨가량의 향

     U3O8의 도는 8.3 kg/L인 반면에 Li의 용융상태에서의 도는 0.54 

kg/L 이하로서, 그 차이가 15배 정도에 달하며, 이들의 반응이 점도가 높은 

LiCl 용융염(용융상태의 LiCl의 점도 : 0.011∼0.018 g/cm․s) 내에서 일어나

기 때문에 반응물들의 균일한 혼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가

능한 균일한 혼합을 이룰 수 있도록 반응시에 impeller의 교반속도를 최대속

도인 1200 rpm으로 하 으나 완전혼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상태에서 높은 환원율을 얻기 위하여는 반응당량비 이상으로 과량의 

Li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적절한 Li의 첨가량을 알아보기 위

한 실험을 수행하 다.  Fig. 4.15.에 Li의 양을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중의 

우라늄과의 당량비로 1.0, 1.2, 1.4로 첨가했을 때의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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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Effect of mole ratio of Li to U on the reduction yield of ura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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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와 같이 Li의 첨가량이 적을 때에는 환원율이 비교적 낮으며 첨가량

이 많아질수록 환원율은 꽤 높아지게 되어 당량비 1.4일 경우 최대 96%까지

의 전환율을 나타냈다.  이는 예상했던 바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첨가해야 할 

Li의 양은 우라늄과의 당량비로 1.2∼1.4배가 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 LiCl의 향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Li에 의한 환원은 LiCl 용융염내에서 다음 반

응식에 의해 일어난다.

         MmOn (s) + 2n Li (l) ↔ n Li2O (salt) + m M (s)          (4.4)

이 때 생성되는 Li2O가 LiCl 용융염에 충분히 용해되기 위해서는 LiCl의 첨

가량을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나 이럴 경우 MmOn의 입자

와 용융 리튬금속의 접촉 빈도수가 줄어 들어 환원속도에 악 향을 줄 가능

성이 있다.  또한 분말형태의 산화물과 Li 액체금속의 혼합을 원활히 하여 

환원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혼합매질로서의 적절한 LiCl의 양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LiCl의 양이 환원율에 미치는 향을 조사함으로

써 적절한 LiCl의 첨가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LiCl의 양을 변화시키며 실험을 

수행하 다.

    Fig. 4.16.에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중의 U3O8의 양을 120 g, 첨가한 Li

의 양을 우라늄과의 몰당량비로 1.2, 반응온도를 780℃, 그리고 반응시간을 3

시간으로 했을 경우의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LiCl 첨가량 

90 g을 전후하여 금속전환율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

로부터 LiCl의 적절한 첨가량은 U3O8 120 g 당 LiCl 90 g 전후로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성비임을 발견하 다. LiCl의 양이 적을 때 전환율이 낮은 

이유는 용융 LiCl의 부피가 작아서 산화물 분말을 모두 용융염상 내부에 원

활히 잠기지 못함으로써 반응물들의 혼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하며, 이 경우 반응이 끝난 후 상온으로 냉각시킨 고체생성물의 형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보면 미반응된 산화분말들의 덩어리가 불규칙한 형태로 

뭉쳐 있는 사실로부터 반응물들의 혼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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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LiCl의 첨가량이 90 g을 상회하는 범위에서 전환율이 감소

하는 이유는 과잉으로 첨가된 LiCl 용융염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라

늄산화물 분말들과 Li의 접축기회를 방해함으로써 일어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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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Effect of the quantity of LiCl on the reduction yield of uranium.

 마. 핵분열생성물들의 환원율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 기술개발의 목표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 고 

방열 핵종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냉각부하량을 1/2로 감소시키고, 금속 저

장체로 전환하여 저장부피를 1/4로 축소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Li 용융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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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정에서 고 방열 핵종인 Cs과 Sr의 산화물들이 금속으로 환원되지 않고 

얼마나 용융염 중에 잔류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우

라늄과 귀금속 계열 그리고 전이금속 산화물들의 반응식 (4.4)에 의한 리튬 

환원반응에서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량(-△Go)은 양수값을 나타내므로 리튬금

속에 의해 금속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크지만, 말카리 금속 및 알카리 토금속 

계열들의 산화물들은 용융매체인 LiCl과 치환반응에 의해 염화물로 전환되거

나 아니면 산화물 그 자체로 LiCl 용융염 상에 존재한다.  이러한 면에서 Li

을 이용한 환원공정에서는 고방열 핵종인 Cs과 Sr의 선택적 제거가 용이하

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제거율을 정량적으로 알아보기 위

하여 Li 환원 실험결과에서 얻은 금속생성물들을 질산용액에 용해시켜 화학

분석을 수행하 다.

Fig. 4.17.에는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중의 각 핵분열생성물들의 금속 전환

율을 우라늄의 금속전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치로써 도시하 다.

R
el

a t
iv

e 
Y

ie
ld

 (%
)

0

20

40

60

80

100

120

Cs Sr Pd Zr Nd

2.1%
7.4%

115%

70.0%

18.0%

R
el

at
iv

e 
Y

ie
ld

 (%
)

0

20

40

60

80

100

120

Cs Sr Pd Zr Nd

2.1%
7.4%

115%

70.0%

18.0%

Fig. 4.17. Relative reduction yield of FPs to U at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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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은 금속으로의 상대 전환율이 약 2%로서 거의 환원이 되지 않고 용융염

중에 잔류하게 되며, Sr의 경우에는 7.4%로서 금속으로 소량 환원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Li 환원공정에서 Cs과 Sr을 금속 저장체로부터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 외의 원소들을 살펴보면, Pd

은 115%로서 환원성이 우라늄보다 매우 크며, Zr은 70%, 그리고 Nd은 18%

의 상대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문헌[7,8] 및 열역학적인 관점에

서 예상되었던 바와 어느정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Nd의 경우에는 예

상보다 환원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못하 으나, 

최근의 Ackerman 등[9]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Nd2O3가 Li2O와 반응하여 

반응식(4.5)에 의하여 복합산화물을 형성한 후 LiCl 용융염 내에 용해되기 쉬

운 물질로 변화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Nd2O3 (s)  +  Li2O (solution)  ↔  2 LiNdO2 (solution)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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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용융염 혼합물의 전기분해

1.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용융염 자체를 이용하거나 용융염을 매체로 하여 반응을 야기

시키는 고온 용융염 취급기술은 비균질상 반응이 주종이다. 그러므로 용융염 

취급 공정의 주요 단계들은 섞이지 않는 금속상과 염화물상의 용매추출로 

볼 수 있고 성분이 어느 상에 존재할 것인지는 산화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산화상태의 변화는 화학적 환원제를 이용하거나 또는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

해 이루어진다. 리튬과 염화리튬은 녹는점이 낮아 650oC 이하에서  실현 가

능하므로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중 본 연구의 범위는 전기 화학적 환

원에 한정되지만 화학적 환원을 같이 검토하기로 한다.

 가. 화학적 환원에 의한 용매추출

사용후핵연료의 구성 성분들은 대부분 산화물 상태로 존재한다. 화학적 

환원은 이들을 염화물 상태로 변환시킨 후 시작되거나 또는 산화물 상태에

서 시작된다. 염화물 상태로 시작되는 경우 이들은 먼저 염화리튬에 녹게 된

다. 산화물상태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산화물의 염화리튬에 대한 제한된 용해

도로 인해 전량이 용해된 상태에서 시작되지는 않고 다량 존재하는 성분들

은 고체상태로 대부분 존재할 것이다. 먼저 염화물로 시작되는 경우를 검토

하고 다음에 산화물로 시작되는 경우를 간단히 검토한다.

    원소 M의 분배는 M이 염화물 상태로 계속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속 리튬에 의해 금속상태로 환원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다시 다

음의 반응평형에 따라 결정된다. 환원제로 금속 리튬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들 반응은 금속원소 i=1,2,..,m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시되고

     M( i)Cln(salt)+nLi(metal)=M( i)(met al)+nLiCl(salt)
i=1,2,...m

(4.6)

반응평형은 다음 식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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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 exp [- ΔG0i (T)

RT ]= aM( i)a
n
LiCl

a M( i)Clna
n
Li

        (4.7)

여기에서 ΔGi
0(T)는 온도 T에서 i번째 반응의 표준반응 깁스 에너지이다. a

는 활동도이고 이는 농도와 활동도계수의 곱으로 표시된다. 

               a i=x i γ i             (4.8)

여기에서 xi는 몰분율 또는 다른 단위로 표시 가능한 농도이고 이에 따라 활

동도 계수가 결정된다.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는 다시 다음과 같은 관련된 성분들의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에서 계산되며 여러 물질들에 대한 생성 깁스 에너지는 문헌[10]

에서 찾을 수 있다. 

     M( i)(metal)+n/2Cl 2=M(i)Cln (salt)  i=1,2,...m          (4.9)

         Li(metal)+1/2Cl 2=LiCl(sal t)        (4.10)

따라서

         ΔG( i) 0=nΔG0f,LiCl-ΔG
0
f,M( i)Cl n

            (4.11)

    생성 깁스 에너지를 문헌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실험에 의존해야 

한다. 금속 원소 M(i)의 금속과 염에 대해 염 중에서 전하의 이동이 양이온

에 의하고 또한 염이 잘 해리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다음 전극 반응을 생

각할 수 있다.

     우측전극: M( i)n++n/2Cl 2(gas)+ne
-→M( i)Cln(salt)             (4.12)

     좌측전극: M( i)n+(salt)+ne-→M( i)(metal)             (4.13) 

그러면 이 전지의 전위는 Nernst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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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M( i)|M ( i)Cln )
0-
RT
νF
ln
aM( i)(metal) aCl 2(gas)

n/2

aM( i)Cln(salt)

=E(M( i)|M ( i)Cln )
0-
RT
νF
ln
aM( i)(metal)

a M( i)Cln(salt)

       (4.14)

여기에서 염소 기체는 순수하고 표준 압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 다. 리튬

에 대해 비슷한 식을 사용할 수 있고 (4.14)식의 아래 식으로 주어져 있다.

    농도와 전위의 측정에서 결정된 E(M(i)|M(i)Cln)
0 값과 다음의 열역학 

관계식을 이용하면

          ΔG 0=-nFE 0        (4.15)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4.11)식의 반응 깁스 에너지를 계산할 수도 있다.

         ΔG( i) 0=nΔG0f,LiCl+nFE(M(i) |M( i)Cln)
0        (4.16)

    화학적 추출 과정에서 금속 원소 M(i)에 대한 금속상과 염상의 분배계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Di=
X M( i)(metal)

X M( i)Cln(salt)
       (4.17)

여기에서 X는 몰분율로 표시된 농도이다. 이 분배계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4.17)식과 (4.7)식을 결합하면

          Di=Ki
γM( i)γ

n
LiClX

n
LiCl

γM( i)Clnγ
n
LiX

n
Li

             (4.18)

따라서 평형상수 Ki가 알려져 있고 활동도 계수들을 알 수 있다면 리튬 금

속과 M(i) 염화물의 초기 농도가 알려져 있을 때에 이 식과 물질 수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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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분배 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활동도 

계수의 계산이며 조건에 따라 순수 상태 또는 무한 희석 상태를 가정할 수 

있으면 계산은 다소 단순화된다.

    핵연료의 산화물에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먼저 산화물과 염화리튬을 접

촉시켜 산화물을 염화리튬에 녹이고 다시 용해된 산화물을 금속리튬에 의해 

환원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산화물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에는 (4.6)

식 대신에 다음 식에서 시작한다.

     M( i)On/2(salt)+nLi(metal)=M( i)(met al)+
n
2
Li 2O(salt)

i=1,2,...m

       (4.19)

그 다음은 염소를 산소로 대치한 유사한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나. 전기 화학적 환원에 의한 리튬 회수

리튬을 환원제로 하는 용매추출에서 리튬은 산화되고 전처리된 핵연료 

성분의 상태에 따라 리튬은 산화 리튬 또는 염화 리튬으로 산화된다. 핵연료

의 염화물에서 시작하는 경우 화학적 환원 추출 후에 염상에는 환원되지 않

은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 금속의 염화물과 함께 산화된 염화 리튬이 존재

한다. 산화물로 시작되는 경우에 염상에는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 금속의 

산화물 또는 염화물이 평형값만큼 존재하며 리튬의 산화로 생성된 산화 리

튬 또한 염화 리튬에 녹아 있게 된다. 이렇게 산화된 염화 리튬 또는 산화 

리튬은 전기 화학적 방법에 의해 환원되고 재순환 된다. 

    화학적 환원 단계에서 산화된 리튬을 전기 화학적 환원에 의해 염화물

의 혼합염 상으로부터 회수하는 문제를 생각하자. 환원추출 후의 염상에는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 금속의 염화물 또는 산화물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

는 이 중에서 리튬 염화물 또는 산화물을 재순환시키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전기 화학적 방법에 의해 환원하는 것이다. 이 때에 cathode는 액체 상태의 

금속 리튬이 되고 전해질은 염의 혼합물이 된다. 먼저 염화 리튬의 전해 환

원을 생각하자. 

    환원이 시작되면서 염화 리튬은 전극인 리튬 금속 상으로 이동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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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면 anode를 흑연, cathode를 리튬 금속이라 할 때 전지는 다음과 같이 구

성된다.

     Li| LiCl,(Metal Chlorides) | Cl 2| Graphite        (4.20)

이 전지에 대한 전극반응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우측전극: Li++ 1
2
Cl 2+e

-
→LiCl        (4.21)

     좌측전극: Li++e-→Li        (4.22) 

그러면 두 식을 결합하여 전체 전지반응에 대한 다음 식을 쓸 수 있다.

     LiCl( salt)=Li(metal)+ 1
2
Cl 2(gas)        (4.23)

이 전지의 전위는 두 전극반응의 전위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E =E(Li|LiC l)
0
-
RT
νF

ln
aLi(metal) aCl 2(gas)

1/2

aLiCl(salt)

=E(Li|LiC l) 0+
RT
νF

ln aLiCl(salt)

       (4.24)

여기에서 염소 가스는 순수한 상태로 방출되고 금속상은 순수한 리튬 금속

으로 가정하 다. 또한 ν는 반응에 관계된 전자의 수이고 a는 앞에서와 같이 

활동도이다. E0는 반응식 (4.22)에 해당하는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이며 순수

한 표준상태에 있을 때의 리튬과 염화 리튬의 생성 깁스 에너지로부터 계산

될 수 있다. 금속상과 염상이 순수하다고 하면 측정된 E 값은 E0 이 된다.  

실제로는 반응식(4.23)은 자발적인 반응이 아니며 외부에서 전지전위보다 큰 

전위를 반대로 인가하면 일어날 수 있는 전해반응이다. 

    위의 반응에서 염소 가스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열역학적 검토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염소 가스와 흑연 전극의 다음 반응을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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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Cl 2→CCl 4        (4.25)

이 식과 (4.23)식을 결합하여 다음 식을 쓴다.

     LiCl( salt)+xC=Li(metal)+ 1
2
(1-x)Cl 2 (gas)+

x
4
CCl 4(gas)        (4.26)

그리고 (4.23)식과 (4.25)식의 반응평형 정보에서 이상기체를 가정하고 염소

와 사염화탄소의 비를 계산할 수 있다. 650oC에서 계산된 비는 56.4로 대부

분이 염소로 방출됨을 알 수 있다. 

  리튬의 산화물이 산화리튬인 경우에 전해질에는 산화리튬과 염화리튬이 

혼합되어 있고 산화리튬의 환원에 대한 전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Li| Li 2O,LiCl,(Metal Oxides) | O 2| C             (4.27)

그러므로 알칼리 금속 또는 알칼리 토 금속의 산화물이 없는 경우에도 산화

리튬과 염화리튬이 경쟁관계에 있게 된다. 산화리튬의 환원에 대해 전지반응

은 다음과 같이 된다.

     Li 2O(salt)+
1
2
C=2Li(metal)+

1
2
CO 2(gas)        (4.28)

(4.26)식과 비슷한 해석을 하면 산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흑연전극

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로 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4.24)식은 

다음과 같이 변한다.

     E =E(Li|Li 2O)
0
-
RT
νF

ln
a
2
Li(metal) aCO 2

1/2
(gas)

a Li 2O(salt)a
1/2
C (solid)

=E(Li|Li 2O)
0
+
RT
νF

ln a Li 2O(salt)

            (4.29)

여기에서 이산화탄소와 흑연 상 그리고 금속상은 순수하다고 가정하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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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면 (4.24)식과 (4.29)식의 전위는 다르게 되고 적용 전압에 따라 어떤 환원

반응이 먼저 진행될지 결정된다. 산화리튬이 염화리튬보다 먼저 환원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다. 불순물의 환원

환원추출 염상에는 세슘, 스트론튬 등의 염화물이나 산화물이 소량 포함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환원을 피하면서 리튬을 환원시키는 조작이 필요

하다. 이들이 염화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반응식들을 생각할 수 있다.

     CsCl( salt)=Cs(metal)+ 1
2
Cl 2(gas)        (4.30)

     SrCl 2(salt)=Sr (metal)+Cl 2(gas)        (4.31)

그리고 이 반응들에 해당하는 Nernst식은 다음과 같다.

     E=E(Cs|CsCl) 0- RT
νF
ln
aCs(metal)

aCsCl(salt)
       (4.32)

     E=E(Sr|SrCl 2)
0
-
RT
νF
ln
aSr(metal)

aSrCl 2(salt)
       (4.33)

산화물인 경우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고

     Cs 2O(salt)+
1
2
C=2Cs(metal)+

1
2
CO 2(gas)        (4.34)

     SrO( salt)+ 1
2
C=Sr(metal)+

1
2
CO 2(gas)        (4.35)

이 때의 Nernst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E=E(Cs|Cs 2O)
0
-
RT
νF
ln
a
2
Cs(metal)

a Cs 2O(salt)
       (4.36)

     E=E(Sr|SrO) 0- RT
νF
ln
aSr(metal)

a SrO(salt)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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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불순물이 존재할 때 리튬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에 금속상은 거의 

대부분이 리튬금속일 것이므로 (4.24)식이나 (4.29)식은 유효하지만 미량 존

재하는 금속상의 세슘이나 스트론튬의 활동도는 금속상이 이상용액이 아니

라면 1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다. 

 라. 표준전위와 활동도 계수

위의 논의에서 E0  값들은 (4.15)식에 의해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에서 계

산되며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값들이다. 실험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전지반

응이나 전극반응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값들은 전극반응 또는 반전지 반응의 

표준전위의 차로 표시될 수 있다. 

          E 0=E0L-E
0
R

       (4.38)

전극반응의 표준전위는 임의의 전극을 표준전극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

로 측정한 전위차에서 결정된다. 상온의 전극반응에서는 표준수소전극과의 

전위차를 기준으로 하여 반전지 반응의 표준환원전위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4.19)식으로 표시된 전지는 AgCl|Ag 전극을 표준전극으로 택하여 두 개의 

전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Li|LiCl|AgCl|Ag        (4.39)

          Graphite|Cl 2|LiCl|AgCl|Ag        (4.40)

그러면 (4.39)식으로 표시된 전지에 대해

     E =E(Li|LiC l,AgCl|Ag) 0- RT
νF
ln
aLiaAgCl
aLiClaAg

       (4.41)

(4.40)식에 대해서는

     E =E(Cl 2 |LiCl,AgCl|Ag)
0-
RT
νF

ln
aAgCl

aCl 2
1/2aAg

       (4.42)



- 108 -

이 두 식의 차로부터 (4.43)식을 다시 얻는다.

     E =E(Li|LiC l)
0-
RT
νF

ln
aLi(metal) aCl 2(gas)

1/2

aLiCl(salt)

=E(Li|LiC l) 0-
RT
νF

ln
aLi(metal)

aLiCl(salt)

       (4.43)

    AgCl|Ag과 같은 표준전극을 사용하면 AgCl과 Ag를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고 따라서 표준전위와 활동도 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4.41)식을 예로 

생각하자. 표준전극을 사용할 때에 Li와 LiCl이 순수하면 활동도가 1이 되고 

따라서 측정된 전위는 AgCl|Ag 전극을 기준으로 한 환원전위가 된다. 이제 

Li는 순수하고 염상이 혼합물이 된다면 LiCl의 활동도는 1에서 벗어나게 된

다. 그러면

         E =E(Li|LiC l)
0+
RT
νF
ln aLiCl(salt)

=E(Li|LiC l)
0
+
RT
νF
( lnxLiCl+ lnγLiCl)

          (4.44)

따라서 E의 측정에 의해 이미 결정된 E(Li|LiCl)0 값과 알고 있는 LiCl의 

몰분율로부터 활동도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염상이 순수하고 

용융금속상이 혼합물로 되어 있을 때에도 적용된다.

    염상은 대부분 LiCl일 것이므로 LiCl의 활동도 계수는 1에 가까운 값이

다. 그러나 소량 존재하는 성분의 활동도 계수는 1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

다. (4.29)식으로부터 (4.44)식과 비슷한 식을 산화리튬과 다른 소량 존재하는 

성분에 대해서도 쓸 수 있다. 이 식을 산화리튬에 대해 적용하면

         E =E(Li|Li 2O(liq))
0
+
RT
νF
ln a Li 2O(salt)

=E(Li|Li 2O(liq))
0+
RT
νF
( lnx Li 2O+ lnγ Li 2O)

          (4.45)

이 식에 의해 산화리튬의 염화리튬 내에서의 활동도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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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전류와 전위

    위의 논의는 평형전위에 한정된 것이었다. 전류가 흐를 때에는 용액저항

과 과전압에 의해 전위와 평형전위가 다르게 된다. 과전압이 높은 극한 경우

에 대한 Butler-Volmer식은 이러한 거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E'=E- IR s+ 2RTνF ln
( I/A j)

2ν

(1-I/Ajl,L)
1/2(1-I/Ajl,R)

1/2
       (4.46)

여기에서 j 는 두 전극의 교환 전류 도의 기하 평균값이고 전극 반응속도

의 한계와 관련된다. j l,R  과 j l,L는 우측 전극과 좌측 전극의 극한 전류 도

이고 물질전달의 향의 극한을 반 한다.  물질 전달 속도와 반응속도가 충

분히 큰 경우에 (4.46)식의 ln항은 무시되고 전압강하는 전해질의 저항 Rs에

만 의존하게 된다. 이 때에는 전극 면적의 향도 무시된다. 

2. 실험

위에서 생각한 반응들은 금속염과 금속의 용융상태에서 일어나므로 계의 

온도를 염과 금속의 녹는점 이상으로 유지해야한다. 이 때문에 리튬을 이용

하는 공정에서 610
oC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 또한 리튬의 강한 산화성으로 

인해 이러한 반응과 저장은 아르곤 분위기의 로브 박스 내에서 진행된다. 

전기화학적 환원을 위해서는 반응기와 전극이 필요하며 이러한 물질들의 선

정 기준으로 재료의 녹는점, 리튬과의 반응성, 합금 생성에 대한 안정성, 리

튬의 침투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Anode 재질로는 흑연이 많이 쓰이고 있다. 염화리튬의 환원시 anode에 

염소가 생성되며 이 경우 전극과의 반응에 의한 사염화탄소의 발생 가능성

이 있으나 열역학적 반응 평형을 고려하면 대부분은 기체 염소로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산화리튬을 환원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극과의 반응을 통하여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기체를 포집하고 외부로 방출하기 위하여 전극은 자

켓 내에 설치된다. 본 연구의 실험을 통하여 anode의 재질로는 흑연 전극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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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원된 리튬금속은 염층과 섞이지 않으며 염에 비해 낮은 비중으로 위

층을 형성한다. 반응이 지속됨에 따라 리튬금속 층이 cathode로 전극 역할을 

하며 이 금속리튬 층으로부터 회로를 연결하는 유도선으로 스테인레스 강을 

사용하 다. 환원된 리튬이 거의 없는 반응 초기에는 유도선으로 사용되는 

스테인레스 강이 cathode 역할을 한다. 스테인레스 강은 아르곤 분위기내에

서 금속리튬과 염화리튬에 대해 비교적 안정하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극인 백금으로 양 전극을 구성하여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 으나 반응 온

도에서 용융 금속리튬과 합금을 형성하여 녹는 것을 확인하 다. Anode 재

질로 Pt-Rh 합금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준전극은 탄탈럼 자

켓 내에 Ag|AgCl 전극을 사용한 예가 보고되어 있다.

 가. 로브박스

금속리튬과 염화리튬, 산화리튬 등은 대기 중의 산소 또는 수증기와 매

우 높은 반응성을 가지므로 공기가 차단된 로브박스 내에서 실험이 수행

되었다. 아르곤으로 내부 환경이 치환된 로브박스는 대략 몇 ppm단위 이

하로 산소와 수증기 농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로

브박스 내부의 환경이 실험에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다. 아르곤은 

99.999%의 순도를 사용하 으며 약 24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로브박스 내

부의 공기 분위기를 아르곤 분위기로 희석, 치환하 다. 내부로 주입되는 아

르곤 가스는 48시간 200℃로 유지된 오븐 내에서 건조시킨 molecular sieve

로 내부를 채운 column을 통과하도록 하여 아르곤 가스에 포함된 미량의 수

분을 제거하 다. 로브박스 내부의 압력을 항상 대기압보다 높게 유지시켜 

줌으로써 외부 공기가 로브박스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았으며 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기체를 방출시키기 위해 아르곤가스를 반응시 연속적으로 

anode 자켓 내에 공급하 다. 실험시 로브박스 내부에 오산화인(P2O5)을 

넣어 최종적으로 수분을 제거하 다. 로브박스의 개략도를 Fig. 4.18.에 나

타내었다. 로브박스 바닥에 부착된 전기로는 로브박스 바닥의 셀이 들어

갈 공간을 외부에서 가열하도록 제작되었으며 로브박스 전체 온도가 높아

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응기 입구에 냉각수가 흐르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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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otentiostat/Galvanostat, 2:T.C., 3:Pressure Gauge, 4:Furnace Temperature Controller, 

5:Furnace, 7:Gas Out, 8:Reaction Gas Outlet, 9:PC

Fig. 4.18. Schematic diagram of glove box.

 나. 반응셀과 전극

반응셀 구성을 위한 재질 검사 및 기초 데이터를 얻기 위해 제작된 초

기 반응셀의 형태는 Fig. 4.19.와 같다. 고 도 알루미나 도가니를 셀로 사용

하 으며 백금을 양 전극으로 회로를 구성하 다. 수 차례의 실험을 통해 알

루미나 셀 바닥의 균열과 전극으로 사용된 백금이 리튬금속과 합금을 형성

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후 개선된 반응셀의 형태를 Fig. 4.20.에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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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ampling Tube, 2:Platinum Cathode, 3:Thermocouple, 4:Platinum Anode, 

5:Purging Gas Inlet, 6:Purging Gas Outlet, 7:Molten Metal Phase, 

8:Molten Salt Phase, 9:Alumina Crucible, 10:Cooling Water Inlet, 

11:Cooling Water Outlet, 12:Steel Cell Case, 13:Furnace

Fig. 4.19. Primitive configuration of reaction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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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eel Cathode, 2:Graphite Anode, 3:Thermocouple, 4:Purging Gas Inlet, 

5:Purging Gas Outlet, 6:Molten Metal Phase, 7:Molten Salt Phase, 8:Steel Cell, 

9:Magnesia Tube, 10:Alumina Tube, 11:Steel Case

Fig. 4.20. Improved reaction cell.

    반응셀로 스테인레스 강을 사용하 고 산화전극으로는 흑연을, 환원전극

으로는 스텐인레스 강을 사용하 다.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환원전극 주위에 

리튬이 환원되며 생성된 리튬금속이 반응셀과 닿지 않게 하기 위해 상대적

으로 알루미나보다 리튬에 더 안정하다고 알려진 마그네시아 관으로 환원전

극을 넓게 둘 다. 반복적인 가열과 냉각에 의해 마그네시아 관이 파열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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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연속 조업이 아닌 실험에서 열충격에 약한 마그네시아는 부적당함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반응셀을 Fig. 4.21.과 같이 설계하 다. 마찬가지로 

셀은 스테인레스 강으로, 산화전극은 직경 1/4inch 흑연으로, 환원전극은 직

경 3mm 스테인레스 강으로 하 으며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산화전극에서 

발생한 기체를 방출시키기 위해, 환원전극에서 생성된 리튬금속의 반응셀과

의 접촉을 막기 위해 알루미나 관을 이용하여 하우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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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eel Cathode, 2:Thermocouple, 3:Graphite Anode, 4:Alumina Tube, 

5:Steel Case, 6:Stainless Steel Cell, 7:Purging Gas Inlet, 8:Purging Gas Outlet, 

9:Molten Salt Phase, 10:Molten Metal Phase

Fig. 4.21. Final configuration of reaction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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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네시아가 알루미나보다 반응에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그네시

아는 열충격에 약하며 원하는 규격으로 구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알루미

나를 사용하 다. 고 도 알루미나의 경우 용융 리튬금속이 스며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재질은 다공성이므로 세공을 최소화하여도 리튬금속에 의

한 침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해 실험실 수준이 아닌 장시간의 

대규모 공정에서는 그 사용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알루미나는 리

튬에 의하여 환원될 수 있으므로 안정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반응셀로 알루

미나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여러 문헌[11,12]을 참고하여 반응셀의 재

료로 스테인레스 강을 사용하 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스테인레스 강 반응셀

은 용융염에 안정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셀의 재료로는 

저탄소강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Thermocouple은 전기적으로 셀과 절연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알루

미나 관을 사용하 다.

 다. 시약

시약으로는 Aldrich사의 99% LiCl을 사용하여 예비 실험을 수행하 고 

Aldrich사의 99.99% LiCl과 Alfa의 99.995% LiCl을 사용하여 실험하 다. 산

화리튬으로는 CERAC사의 99.5% 순도 시약을 사용하 으며 리튬금속은 

Alfa사의 99.4% 순도 시약을 사용하 다. 후에 첨가한 알칼리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의 산화물로는 Rare Metallic사의 99% Ce2O와 Alfa사의 99.5% SrO를 

사용하 다.

 라. 실험방법

설명한 2전극 환원셀을 구성한 후 양 전극에 Bank사의 WENKING 

PGS 95 Potentio/Galvanostat를 이용하여 전압을 가해주었다. 전압은 주로 

0V부터 일정전압까지 선형적으로 올라가도록 하 으며 그 후 어느정도의 시

간동안 일정전압을 유지하도록 프로그램하 다. 이때의 전류거동을 측정하

으며 가한 전압에 대한 측정된 전류값을 기록, 분석하 다. Potentiostat에서

의 전압/전류 데이터는 A/D converter를 이용하여 on-line으로 PC에 저장하

다. 반응온도는 대략 650℃ 정도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기타 전압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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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 증가에 대한 전류 응답과 일정 전류에 대한 전압 응답에 대한 실험을 

추가하 다.

3. 결과 및 검토

전극반응의 표준환원전위 데이터는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문헌으로부터

[10] 얻은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를 활용하여 열역학적 해석을 시도하 고 

Table 4.5.과 Table 4.6., Table 4.7.에 이 값들을 정리하 다. Table 4.7.에서 

산화물들은 용융 염화리튬상에 녹아서 액체상태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액체 산화리튬의 표준 깁스에너지값을 이용해야 한다.

Table 4.5. Standard Gibbs energy and equilibrium constant of formation   

           of pure substances

    

 REACTION Temp.(℃) ΔGf(kJ/mol) log Kf E
0
(V)

Li+
1
2
Cl 2 → LiCl( l)

650 -333.782 18.968 3.459

750 -328.252 16.893 3.402

2Li+
1
2
O 2 → Li 2O(s)

650 -477.097 27.462 2.472

750 -463.257 23.879 2.401

Li+
1
2
I 2 → LiI( l)

650 -237.254 13.456 2.459

750 -232.397 11.887 2.408

C+2Cl 2 → CCl 4(g)
650 26.628 -1.434 -0.069

750 39.759 -1.994 -0.103

C+O 2 → CO 2(g)
650 -395.699 22.694 1.025

750 -395.829 20.358 1.026

Cs+
1
2
Cl 2 → CsCl( l)

650 -354.332 20.003 3.672

750 -341.620 17.556 3.541

2Cs+
1
2
O 2 → Cs 2O( s)

650 -221.834 12.552 1.150

750 -208.054 10.622 1.078

Cs+
1
2
I 2 → CsI( l)

650 -290.023 16.453 3.006

750 -279.358 14.296 2.895

Sr+Cl 2 → SrCl 2(s)
650 -683.820 39.324 3.544

750 -669.101 34.469 3.468

Sr+
1
2
O 2 → SrO(s)

650 -498.829 28.681 2.585

750 -488.763 25.177 2.533

Zr+O 2 → ZrO 2(s)
650 -922.026 52.293 2.389

750 -903.719 46.228 2.342

Pd+
1
2
O 2 → PdO( s)

650 -19.626 1.124 0.102

750 -9.170 0.478 0.048

Pd+Cl 2 → PdCl 2(l)
650 -228.712 12.978 1.185

750 -218.330 11.17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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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Standard Gibbs energy, equilibrium constant and standard 

reduction potential of oxides and chlorides

 REACTION Temp.(℃) ΔGf(kJ/mol) log Kf E
0
(V)

2Li+SrO( s) → Sr+Li 2O(s)
650 21.732 -1.219 -0.113

750 25.506 -1.298 -0.132

2Li+MgO( s) → Mg+Li 2O(s)
650 24.240 -1.372 -0.126

750 26.845 -1.371 -0.139

6Li+Al 2O 3(s) → 2Al+3Li 2O(s)
650 -47.635   2.682  0.082

750 -36.330   1.902  0.063

4Li+ZrO 2(s) → Zr+2Li 2O(s)
650 -32.168 2.631 0.083

750 -22.795 1.530 0.059

6Li+Nd 2O 3(s) → 2Nd+3Li 2O(s)
650 114.693 -5.311 -0.198

750 128.975 -6.048 -0.223

2Li+PdO( s) → Pd+Li 2O(s)
650 -457.471 26.338 2.371

750 -454.087 23.401 2.353

16Li+U 3O 8(s) → 3U+8Li 2O(s) 627 -866.24 50.274 0.561

Li+CsCl( l) → Cs+LiCl( l)
650 20.550 -1.035 -0.213

750 13.368 -0.663 -0.138

2Li+SrCl 2(s) → Sr+2LiCl( l)
650 16.256 -1.388 -0.084

750 12.597 -0.683 -0.065

3Li+NdCl 3(s) → Nd+3LiCl( l)
650 -182.669 10.466 0.631

750 -195.429 10.100 0.675

2Li+PdCl 2 (l) → Pd+2LiCl( l)
650 -438.852 24.958 2.274

750 -438.174 22.613 2.271

Li+CsI( l) → Cs+LiI( l)
650 52.769 -2.997 -0.547

750 46.961 -2.409 -0.487

Table 4.7. Standard Gibbs energy, equilibrium constant and standard 

reduction potential of cell reactions

     

 REACTION Temp.(℃) ΔGf(kJ/mol) log Kf E
0(V)

2Li 2O(s)+C → 4Li+CO 2 (g)
650  558.525 -32.230 -1.447

750  530.685 -27.400 -1.375

2Li 2O(l)+C → 4Li+CO 2 (g)
650 502.493 -28.434 -1.302

750 480.195 -24.516 -1.244

2Cs 2O(s)+C → 4Cs+CO 2 (g)
650  47.969 -2.410 -0.124

750  20.279 -0.886 -0.053

2SrO( s)+C → 2Sr+CO 2(g)
650  601.989 -34.668 -1.560

750 581.697 -29.996 -1.507

2SrO( l)+C → 2Sr+CO 2(g)
650 503.869 -28.511 -1.306

750 487.537 -24.891 -1.263

ZrO 2(s)+C → Zr+CO 2(g)
650 526.327 -29.599 -1.364

750 507.890 -25.870 -1.316

2PdO( s)+C → 2Pd+CO 2(g)
650 -356.447 20.446 0.924

750 -377.489 19.402 0.978

2Nd 2O 3(s)+3C → 4Nd+3CO 2(g)
650 1904.871 -107.312 -1.645

750 1850.005 -94.296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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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어진 온도에서 산화물들은 고체로 존재하고 따라서 직접적으로 액

체상태에서의 산화물들의 값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열역학적 방법을 이용

하면 고체상, 액체상에서의 열용량 데이터와 용융 엔탈피 값을 이용하여 주

어진 온도에서의 액체상태의 산화물들의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 값을 외삽해

서 이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구한 산화리튬과 산화스트

론튬의 액체상태에서의 표준 환원전위 값을 Table 4.7.에 표시하 다. 산화세

슘의 경우 녹는점은 490℃이며 650℃와 750℃에서 액체로 존재하지만 문헌

에 산화세슘의 액상에 관한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고체일 때의 값을 외삽하

여 표준 환원전위 값을 결정하 다.

 가. 반응셀 재질 안정성의 열역학적 검토

반응셀에 쓰인 여러 재질들은 열안정성과 기계적 안정성에 추가하여 용

해와 반응에 대한 안정성이 요구된다. 스테인레스 강, 흑연, 알루미나, 마그

네시아 등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흑연과 발생기체의 반응성은 이론에

서 이미 검토하 다. 알루미나와 마그네시아는 염화리튬에 소량 녹을 것으로 

예상되나 용해도 데이터는 찾을 수 없었다. 다른 문제는 금속리튬에 의한 환

원에 얼마나 안정한가 하는 것이고 이 때에는 cathode 전극물질인 스테인레

스 강과 알루미나나 마그네시아와 같은 전극분리물질의 안정성이 검토의 대

상이 된다. 

    스테인레스 강의 안정성은 경험적으로 실험에서 논의하 으며 알루미나

와 마그네시아의 환원반응에 대한 열역학적 특성을 Table 4.6.에 정리하 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알루미나는 열역학적으로 금속리튬에 의해 

환원될 수 있다. 실험적 과정에서 리튬산화물을 환원하는 경우에 흑연전극이 

소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 재료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를 보이

지 않았다. 그러나 반응 후에 제거된 스테인레스 강 반응기를  대기 중에 방

치하 을 경우 녹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반복된 환원 실험에서 염

상에 불순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화학적 안정성에 문제가 다소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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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학적 환원의 열역학적 검토

화학적 환원 단계에서는 금속리튬에 의해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 금

속의 염화물 또는 산화물은 환원되지 않고 리튬염 상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초우란원소와 부분적인 희토류금속의 원소들은 리튬이 산화되면서 환원되어 

금속 혼합물상(Alloy)에 존재하게 된다. Table 4.6.에 이들의 산화반응에 대

한 열역학적 특성을 정리하 다. 이 표는 안정한 분자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산화물은 고체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실제 반응에서는 고체상

태의 성분과 용해된 성분이 모두 반응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다소 차이가 

예상되지만 정성적인 해석은 가능하다. 정확한 분배계수의 결정을 위해서는 

이 표에 주어진 정보 이외에 활동도계수 정보가 필요하다.

    팔라디움과 초우란원소인 우라늄의 산화물은 거의 정량적으로 환원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지르코늄 산화물은 약하게 환원되며 알칼리 토 금속 

스트론튬 산화물은 잘 환원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세슘이 옥화물로 존재

한다면 정량적으로 환원되겠지만 염화물로 존재한다면 쉽게 환원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다. 염화리튬의 전해환원

Fig. 4.22.에 0V∼5V의 선형적 전압 변화에 따른 전류 응답을 나타내었

다. 3.5V 부근에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 고 전압이 올라감에 따라 전류값

도 계속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용융염상은 거의 순수한 염화리튬이므로 농도 

분극 작용에 의한 한계전류가 나타나지 않으며 전압의 증가에 따라 전류는 

계속 증가한다.

    실험 후에 스테인레스 강 환원전극에는 리튬금속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흑연 산화전극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염화리튬의 전해환원시 흑연전극이 반응에 참여하여 사염화탄소를 생

성하는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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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Electrolytic Reduction of LiCl at 650℃ (0V ∼ 5V).

    실험을 반복하면 불순물의 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Fig. 4.23.에 나타

낸 바와 같이 각 실험 시행에 따른 초기 전류의 크기가 증가하며 이는 염화

리튬의 환원전위 이전에 불순물의 반응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불

순물은 전해반응기 또는 전극물질이 용해되거나 반응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염화리튬의 환원전위는 전류가 처음 증가하는 즉 0에서 벗어나는 전위

이다. 그러나 불순물의 향으로 염화리튬의 환원반응에 의한 전류증가의 

향은 적은 양의 전류가 흐르는 동안 나타난다. 그러므로 각 시행의 염화리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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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환원전위는 전류가 0일 때의 값을 외삽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값

들은 3.5V 정도로 열역학적 계산값인 3.46V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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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Effects of unknown contaminant components.

 라. 산화리튬의 전해환원

염화리튬 용융염상에 산화리튬을 약 5 mole% 첨가하고 전압변화에 따

른 전류변화를 측정하 다. 결과는 Fig. 4.24.에 도시하 다. 전압이 약 1.8V

에 도달하 을 때에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 다. 이때 흐르는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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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화리튬이 전해환원되는 반응으로 볼 수 있으며 (4.28)식으로부터 예상

할 수 있듯이 산화리튬의 환원전위는 산화리튬의 적은 용해도 때문에 표준

환원전위 값(-1.45V)에서 벗어난다. (4.28)식에서 산화리튬의 활동도 값이 1

보다 작다면 환원전위는 표준환원전위 값 보다 더 큰 음의 값을 가질 것으

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실험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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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Electrolytic reduction of LiCl-Li2O at 650℃ (0V ∼ 4V).

    전류의 증가 속도는 약 800mA 정도에서 감소며 이는 산화리튬의 분극

작용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산화리튬의 전해반응시의 분극작용에 대해서

는 문헌[12]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폐기 핵연료의 처리과정에서의 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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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압이 3.5V 정도 되었을 때에 

다시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때부터는 다시 염화리

튬의 전해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은 염화리튬

의 환원을 피하면서 산화리튬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3.5V 이하의 전위에서 

환원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후에는 염화리튬의 환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틸 환원전극에서는 

리튬금속이 생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흑연전극은 어느 정도 소모되

어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산화리튬의 전해환원 반응시 흑연전극이 반

응에 참여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순수한 염화리튬의 전해환원 반응과 산화리튬-염화리튬 계의 전해환원 

반응시의 전압-전류 관계를 비교하여 Fig. 4.2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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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25. Comparison of LiCl and LiCl-Li2O electrolytic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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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리튬-염화리튬 계의 전해환원 반응 전류의 양은 순수한 염화리튬의 

전해환원 반응의 전류 양보다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산화리튬의 전해환원에 

따른 전류의 증가 때문이다. 또한 산화리튬의 전해환원에서는 처음부터 낮은 

전압에서 불순물의 향이 타나나며 이는 산화리튬의 순도 99.5%가 충분하

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에도 산화리튬이 환원되기 

시작하는 전위는 염화리튬의 경우와 같이 외삽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외삽된 값은 불순물의 양에 상관없이 대략 일정한 값을 보여준

다. 실험을 진행함에 따라 불순물의 향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염

화리튬의 경우와 같이 전해셀이나 전극물질이 녹거나 반응한 결과로 생각된

다. 

 마. 산화세슘과 산화스트론튬 첨가시의 전해환원

염화리튬-산화리튬 계에 알칼리 금속 산화물인 Cs2O와 알칼리 토 금속 

산화물인 SrO를 첨가하 을 때의 결과를 Fig. 4.26.에 나타내었다. 

    순수한 염화리튬 계, 염화리튬-산화리튬 계 및 염화리튬-산화리튬-산화

세슘-산화스트론튬 계의 결과를 Fig. 4.27.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산화세슘

은 0.58 mol%, 산화스트론튬은 0.24 mol%를 첨가하 으며 같은 실험조건에

서 4회의 실험을 반복하여 모든 경우에 대해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

하 다.

    전체적으로 전류는 리튬의 산화물만 첨가되어 있을 경우보다 많은 양이 

흐름을 알 수 있다. 전압이 약 0.3V가 될 때부터 상당한 양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세슘 산화물이 탄소와 반응하여 세슘금속과 이산

화탄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의 표준환원전위가 약 0.1V임을 감안한다면 세

슘 산화물이 환원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산화리튬만 첨가된 계에서 역

시 비슷한 전압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알지 못하는 불순물의 

향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리튬 산화물만 첨가했을 경우의 실험

결과들을 보면 약 0.3V를 지나서 흐르는 전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

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때 흐르던 전류는 약 1.5V정도 전압이 되자 

증가속도가 급격히 감소하 고 다시 전압이 약 1.9V 정도로 높아지자 다시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리튬 산화물이 환원반응을 일으키



- 125 -

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또한 스트론튬 산화물이 탄소와 반응하는 반응의 표

준 환원 전위가 650℃에서 약 1.6V임을 생각한다면 스트론튬 산화물이 환원

되는 반응도 함께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약 2.7V 근처에서 다시 전류 증

가 속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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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6. Electrolytic reduction of LiCl-Li2O-Cs2O-SrO 

                    at 650℃ (0V ∼ 4V)

    이는 산화물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른 반응이 일어

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스트론튬 산화물이 스트론튬 금속과 산소기체

로 전해하는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가 약 2.6V임으로 스트론튬의 경우에는 

탄소와 반응하지 않고 전해하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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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것은 아니다. 전류의 증가속도가 다시 둔해졌다가 전압이 약 3.6V 가량 

되자 다시 증가속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염화리튬이 전해하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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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7. Comparison of LiCl, LiCl-Li2O and LiCl-Li2O-Cs2O-SrO

               electrolytic reduction.

    Table 4.6.으로부터 이 경우에는 표준환원전위가 염회리튬과 비슷한 

3.5V 정도가 된다. 활동도계수에 대한 보정을 해야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지

만 활동도계수의 향은 환원전위를 높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3.5V 정도까지

는 염화세슘과 염화스트론튬이 환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검토에서 염화리튬-산화리튬-산화세슘-산화스트론튬 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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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리튬을 선택적으로 환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

슘과 스트론튬이 염화물로 존재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바. 활동도계수의 측정

여러 산화리튬의 농도에서의 산화리튬의 환원전위 값을 측정하 고 주

어진 농도와 온도에서의 활동도계수 값을 (4.45)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이를 Fig. 4.2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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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EMF of Li2O electrolytic redu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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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염화리튬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원전위값의 결정은 접근선적 외삽

법으로 산화리튬의 환원전류곡선의 접선이 전류가 0의 값을 갖는 값을 취하

다. 실제로 평형전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조건에서 

전위를 측정하여야 하지만 산화물이 환원되기 전에 낮은 전압에서 소량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환원전위값을 전류가 0일때의 값으로 외삽을 하 다. 

산화리튬이 환원되기 전에 낮은 전압에서 소량의 전류가 흐르는 것은 불순

물 등의 향 때문으로 생각된다. 계의 온도는 640℃이며 실험은 순수한 염

화리튬 용융염에 소량의 산화리튬을 점차적으로 첨가하여 농도를 변화시켜

주는 방법으로 두 번 실험을 수행하 다. 표준 환원 전위 값은 문헌을 이용

하여 계산한 값을 사용하 고 640℃에서 계산된 (4.27)식의 반응의 표준 환

원 전위 값은 -1.456V이다.

    Fig. 4.28.로부터 아주 적은 농도에서의 표준 환원 전위 값은 보다 높은 

농도에서의 값보다 상대적으로 큰 음의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후

에 산화리튬의 농도가 높아져도 환원전위 값은 큰 변화가 없음을 볼 수 있

다. 계산된 활동도 계수 값들은 환원전위 값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농도에 따라 환원전위 값이 일정해 지는데 반해 활동도 계수 값은 약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Bi등의 금속과 LiCl-KCl 공융염 계에서 악티늄족 금속들과 희토류 금속

들의 금속상에서의 활동도 계수 값을 측정한 결과가 이전에 발표되었다[13]. 

그 결과를 살펴보면 금속의 몰농도가 약 10-3 이하의 역에서는 환원전위 

값이 농도의 로그값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변하나 어느 농도를 지나서는 일

정하게 유지됨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른 활동도 계수 값은 아주 낮은 농도

에서는 일정한 값을 유지하다 전압이 일정한 값으로 유지됨에 따라 감소하

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어느 농도를 지나서는 환원전위 값이 일정하

게 유지되고 그에 따라 활동도 계수 값이 감소하는 경향은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낮은 농도에서의 값은 환원전위 값과 활동도 계수 값 모두 

다른 경우의 값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낮은 농도에서의 실험

결과는 재현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는 농도가 낮은 

경우 불순물의 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활동도 

계수 값을 살펴보면 Bi 용융금속상에서의 여러 금속들의 값은 약 10
-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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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정도의 값을 나타내었다. Fig. 4.28.에 보인 바와 같이 용융염상에서의 

산화리튬의 값은 약 10-1에서 10-8 정도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는 무한 희석 상태에서의 환원 전위의 값을 농도

의 로그값으로 플롯하여 농도가 1일 때의 값을 외삽하여 구하여야 하나 아

주 낮은 농도에서 정확한 환원전위 값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제한된 

용해도 범위 내의 데이터로부터 순수 성분까지 외삽하는 것도 정확한 절차

가 아니므로 문헌에 나온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을 

사용하 다.

    Fig. 4.28.에 나타낸 활동도 계수 값은 고체 산화리튬의 표준 깁스 에너

지 값을 가지고 계산한 표준 환원 전위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이다. 그러

나  산화리튬의 정확한 활동도계수는 순수한 액체상태의 산화리튬을 기준으

로 계산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가상적인 액체 산화 리튬에 대

해 계산된 표준 환원 전위인 -1.308V를 이용하면 이 값들을 계산할 수 있다. 

그 결과는 Fig. 4.28.에서 보인 고체 산화 리튬의 표준 환원 전위 값으로 계

산한 활동도 계수 값에 0.0230을 각각 곱하면 얻을 수 있고 활동도 계수가 

더 감소한다. 

    농도에 따른 환원전위 값과 활동도 계수 값을 구하는 실험을 정확히 수

행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시료와 반응성이 없는 반응기와 전극물질이 필요하

며 현재의 실험은 이러한 조건에 다소 미달하나 외삽법에 의해 대상 물질의 

농도가 아주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할 만한 값을 얻은 것으로 생각된

다.

 사. 전해평형농도와 상평형

산화리튬의 전해환원에서 전위를 높이면 환원전류를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평형에서 염 중의 산화리튬의 평형농도를 낮출 수 있다. 그

러므로 우리는 다른 물질들을 환원시키지 않으면서 가할 수 있는 최대의 전

위를 가하게 된다. 이제 평형농도를 구하기 위하여 (4.45)식을 변형하여 다시 

쓰면

       E-E(Li|Li 2O(liq))
0=
RT
νF
( lnx Li 2O+ lnγ Li 2O)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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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E=-3.5V, E0=-1.302V라 하면 xLi2OγLi2O=6x10
-26 정도의 아주 작은 

수를 얻는다. 여기에서  E0는 Table 4.7.에서 그리고 3.5V는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전위라고 가정하 다. 리튬이 금속상과 염상에 분배될 때 금속리튬이 

염상에 용해되거나 산화리튬이 금속상에 물리적으로 용해되는 현상을 무시

할 수 있다면 전위를 3.5V로 유지할 때 최종적으로 도달한 평형에서 염 상

에는 리튬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아. 전위-전류 특성과 전극면적의 향

염화리튬의 전해환원 실험에서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의 면적을 바꾸어 

가면서 전류의 변화를 관찰하 다. 산화리튬의 환원에 전극 면적의 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한 온도, 농도, 환원전극 면적을 유지하면서 흑연 산화

전극의 면적을 변화시켰을 때의 전류의 변화를 Fig. 4.29.에 나타냈다.

           

Fig. 4.29. Effects of anode area on current of LiCl-Li2O

                    electrolytic reduction.

전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염화리튬은 전해하지 않고 산화리튬의 환원

반응만이 일어나는 3V에서의 전류와 염화리튬 역시 전해하는 4V에서의 전

류값을 표시하 다. 염화리튬의 전해와는 다르게 산화리튬의 전해시에는 흑

연전극의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전류도 늘어남을 볼 수 있다. 이는 산화리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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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해반응 시에는 흑연 산화전극이 직접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으로 보인

다.

    Fig. 4.30.에 일정한 흑연전극 면적에서 환원전극의 면적을 변화시켰을 

때의 전류를 나타내었는데 산화전극 때와는 다르게 전류가 스틸전극의 면적

에 별 향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4.30. Effects of cathode area on current of LiCl-Li2O

                   electrolytic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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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LiCl 용융염계 Cs과 Sr 원소의 선택

적 분리방안의 실험적 검증

1. 개 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은 LiCl 용융염계에서 산화물 핵연료를 Li 

금속으로 환원하는 금속전환공정을 근간으로 하는 공정으로, 금속전환공정에

서 알카리, 알카리 토금속 및 일부 RE 원소를 제외한 모든 핵분열생성물과 

우라늄, 플루토늄은 모두 금속으로 전환된다[14∼16]. 산화물 핵연료는 금속

전환으로 1/4 부피 감용 이외에 LiCl 용융염계에서 Cs 및 Sr 등과 같은 알

카리 및 알카리 토금속원소의 염화물 전환특성으로 인해 방사능도 1/3로 줄

일 수 있는 부가적인 장점을 제공한다. 이런 관점에서 금속전환체를 저장관

리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성 향상은 물론 저장 안전성 요건

의 완화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속전환공정에서 발생되

는 LiCl 폐용융염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알카리 및 알카리토금속, 

RE 원소의 염화물 전환특성으로 인해 이들 고방열성 핵종의 염화물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LiCl 용융염에 함유된 Cs 및 Sr 등의 염화물은 LiCl 용융염

보다 표준생성 자유에너지와 환원전위가 크기 때문에 화학적 혹은 전기분해 

방법에 의해 분리가 불가능하며 용융염과 동반되어 재순환된다. 그러나  Cs 

및 Sr 원소의 고방열 특성으로 인해 용융염의 무한정 재순환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고온 용융염 처리공정은 재순환 용융염의 일부를 배출하고, 새로

운 용융염을 보충하여 용융염계 Cs과 Sr 원소의 농도를 조절하고 있다. 특

히 배출된 용융염은 흡수특성 이외에 알카리 및 알카리 토금속 염화물의 방

사분해에 의해 할로겐과 콜로이드 형태의 금속을 형성하기 때문에 내침출성

과 방사능 안정성을 갖도록 적절한 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17]. 

    본 연구에서는 금속전환공정에서 발생되는 LiCl 폐용융염으로부터 Cs과 

Sr 원소를 선택적으로 분리하고, 금속전환공정으로 재순환 가능성을 모색코

자 LiCl 폐용융염의 회수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고

온에서 비교적 안정한 제올라이트의 이온교환특성을 이용하여 LiCl 용융염계 

Cs과 Sr 원소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고려하 다. 고온조건에서 제

올라이트 안정성 및 상기 물질의 흡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분식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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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LiCl 용융염계 Cs 및 Sr 원소에 대한 제올라이트의 이온교환 

평형시간과 흡착능을 측정하 다. 또한 회수 용융염의 Na 함량 제어를 위해 

제올라이트를 염내포 제올라이트 혹은 Li형 제올라이트로 변환하고, LiCl 용

융염계 Cs과 Sr 원소의 이온교환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고온의 LiCl 용융염

계에서 Cs과 Sr 원소의 선택적 분리를 위한 최적의 흡착매질을 선정하고자 

하 다. 

2. LiCl 용융염계에서 핵분열생성물의 화학적 거동

 Li 금속을 환원제로 이용하는 고온 용융염 환원공정의 특성상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95 % 이상이 금속으로 전환되고 핵분열생성물은 LiCl 용융염계

에서 Li 금속 혹은 LiCl 용융염 매질과의 직접적인 반응, 반응 부생성물인 

Li2O와의 반응에 의해 금속, 염화물, Li 화합물 혹은 산염화물로 전환된다. 

이와 같은 화학적 거동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14]. 

○ LiCl 용융염과의 반응에 의해 염화물로 전환 : 알카리 및 알카리 토금속

계열 원소, Eu

○ Li2O와 반응에 의해 산염화물로 일부 전환 혹은 미반응 상태로 존재 : 

RE계열 원소 

○ Li 금속과 반응하여 Li 화합물로 전환 : I, Te, Sb, Se 및 Br

○ Li 금속과 반응하여 금속으로 전환 : NM계열 원소

    Fig. 4.31.은 금속전환공정의 실험실 규모 반응성 검증 실험결과를 기준

으로 Mock-up 금속전환공정의 물질수지를 나타낸 것으로, 금속전환공정에서 

대표적인 NM 원소인 Pd 원소는 거의 금속으로 전환된다. 반면에 RE계열의 

Nd 원소는 약 20 %가 금속으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미반응상태로 용융염계

에 존재한다. 그리고 알카리 및 알카리토금속계열의 Cs과 Sr 원소는 95 % 

이상이 염화물로 전환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알카리 및 알카리토금속, 

일부 RE 원소를 제외한 모든 핵분열생성물은 우라늄과 동시에 Li 금속과 반

응하여 금속으로 전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핵분열생성물의 특

성으로 인해 금속전환공정은 비교적 제염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

방열성 물질인 Cs과 Sr 원소의 선택적 분리성은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  

정의 저장안전성 완화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낸다. 반면에 L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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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 Mass balance of metallization process.

LiCl 용융염은 고방열성 핵종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재순환하기 위해

서는 고방열성 핵종의 농도를 조절하거나 혹은 용융염계에 함유된 고방열성 

핵종의 분리가 요구된다. 

3. LiCl 용융염계 Cs과 Sr 원소의 선택적 분리방안 분석 및 설정

  금속전환공정에서 발생되는 LiCl 폐용융염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방열성 핵종인 알카리 및 알카리 토금속 염화물, 일부 RE계열의 산염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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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유하고 있고, LiCl 용융염 자체의 용해특성과 부식성이 매우 크기 때문

에 취급 및 저장관리가 매우 어렵다. LiCl 폐용융염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되고, 특히 알카리 염화물은 

방사분해에 의해 할로겐과 콜로이드 형태의 금속을 형성하기 때문에 내침출

성과 방사능 안전성을 갖도록 적절한 처리가 요구된다.  특히 금속전환공정

에서 LiCl 폐용융염 발생량은 폐용융염의 처리 혹은 회수개념이 확립되지 않

아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으나,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의 경제성에 가

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직접 LiCl 용융염계에 함유된 Cs

과 Sr 원소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안, LiCl 용융염에 일부 KCl 용융염을 

가하여 LiCl-KCl 공융조성의 용융염으로 조성변화하고, 500 ℃의 온도조건

에서 용융염에 함유된  Cs과 Sr 원소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안, LiCl 폐

용융염과 제올라이트를 1 : 5 조건에서 고온 혼합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Fig. 

4.32.와 같이 설정하 다. LiCl 폐용융염의 최적 회수방안은 LiCl 용융염계 

Cs과 Sr 원소를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LiCl 용융염을 금속전환공정으로 재

순환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Fig. 4.32.의  

LiCl 용융염 회수방안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제올라이트의 고온조

건에서 안정성과 흡착능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LiCl 용융염의 용융점(605 

℃)이상 온도조건에서 제올라이트의 고온 안정성과 흡착능 측정실험을 수행

하고, 실험결과를 토대로 최종 회수방안을 확립하고자 하 다[19∼21]. 고온 

조건에서 제올라이트의 흡착능이 현격히 낮을 경우에는 제올라이트의 온도 

안정성을 고려하여 LiCl 용융염을 LiCl-KCl 용융염으로 조성을 변화하고, 제

올라이트를 이용하여 LiCl-KCl 용융염계 Cs과 Sr 원소를 제거하는 방안과 

염내포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용융염의 조성변화에 의한 방

법은 처리된 용융염을 금속전환공정으로 재순환이 불가능한 점 이외에 금속

전환공정에서 도입된 용융염보다 약 2배로 부피가 증가하고, 용융염을 적절

한 형태로 고정화해야 하는 추가 처리공정이 요구된다. 반면에 LiCl 폐용융

염을 제올라이트에 염내포시키는 방안은 비교적 공정이 간단하고 운전이 용

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올라이트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

다.  상기와 같은 LiCl 폐용융염의 설정된 방안을 대상으로 제올라이트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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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 Conceptual flowsheet of recovery process of LiCl waste salt.

온조건에서 안정성 및 흡착능, 장치의 운전성 등을 검토하여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에 적합한 회수방안을 확립할 예정이다.

4. 실험장치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LiCl 용융염계 Cs과 Sr 염화물의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화학적 방법과 전기분해 방법을 배제하고, 고온에서 비교적 안정한 제올라이

트를 이용하여 LiCl 폐용융염계에 함유된 Cs과 Sr 원소의 선택적 제거 가능

성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우선 고온조건에서 제올라이트 안정성과 

흡착능을 확인하기 위해, 회분식 반응기를 이용하여 LiCl 용융염계에서 Cs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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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원소에 대한 제올라이트의 흡착능 및 이온교환 평형시간을 측정하 다. 

특히 제올라이트 격자구조내의 Na 양이온은 LiCl 용융염계의 용질 양이온과 

이온교환되고,  LiCl 용융염계의 Na 함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본 실

험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Na형 제올라이트를 염내포 제올라이트 혹은 

Li형 제올라이트로 변환하고, 이들 물질에 대한 이온교환 평형시간 및 흡착

능 측정실험을 수행하 다. 

 가. 실험 장치

    LiCl 용융염계에서 Cs 및 Sr 원소에 대한 제올라이트의 흡착능을 측정

하기 위한 장치는 Fig. 4.33.과 같이 회분식 반응기를 이용하 다[21]. 회분식 

반응기는 고순도 세라믹 반응기와 반응관, 아르곤 가스 공급장치 및 저항식 

가열로(용량 : 3 ㎾), K type의 열전대와 교반기로 구성된다. 일정량의 CsCl

와 SrCl2, LiCl 용융염과 제올라이트가 충진된 고순도 세라믹 반응기(Ø 9 ㎝ 

x 15 ㎝)는 스테인레스 강-316 재질의 반응관(Ø 9.2 ㎝ x 20 ㎝)내부에 설

치하여 도가니의 파손에 의한 용융염의 누출을 방지하도록 하 다. 반응관 

상단부분에는 증발된 용융염의 응축과 반응관의 냉각을 위해 cooling jacket

이 설치된다. 반응관 플랜지에는 Fig. 4.33.과 같이 열전대, 압력계, 교반기 

및 샘플링장치를 위한 port가 설치된다. 반응기내 용융염 교반은 LiCl 용융

염의 부식특성으로 인해 세라믹 재질의 임펠러를 특수 제작하여 사용하 다. 

교반기는 폐형의 magnetic drive의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교반기 축과 직접 

연결하고, 반응중 공기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하 다.  

    가열로는 수직형 저항식 가열로(용량 : 3 ㎾)로서, 온도제어시스템은 K  

type의 열전대, PID 온도조절기 및 SCR unit로 구성되고, 반응기의 온도를 

±2 ℃ 이내로 정확히 제어되도록 하 다. 용융염계 CsCl와 SrCl2의 농도변  

화는 일정시간 간격으로 용융염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 다. 용융염 샘플링 

장치는 Fig. 4.34.와 같이 진공 chamber, 진공압력계, 진공 chamber내의 진

공압을 유지하기 위한 밸브와 고순도 세라믹 재질의 시료 채취관으로 구성

된다. 본 장치는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시료 채취기를 일정 진공압으로 유지

한 다음, 반응관의 시료 채취관 port를 통해 용융염의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

된 용융염은 무게를 측정하고, 채취관으로부터 용융염 시료를 분리하여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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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3. Schematic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batch ion exchange

           test of zeolite in LiCl molten salt.

곤 가스 분위기의 샘플병에 보관한다. 

    그리고 흡습성이 강한 LiCl 용융염, CsCl 및 SrCl2 취급은 아르곤 가스 

분위기의 로브 박스에서 수행하 다. 로브 박스는 시료의 무게 측정과 

반응기를 조립할 수 있는 주 chamber와 시료물질 반출입을 위한 chamber로 

구분된다. 로브 박스는 불활성 가스인 아르곤 가스를 수십 회 purge하여 

로브 박스내의 수분과 산소 농도를 각각 20 및 10 ppm이하로 유지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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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4. Schematic of sampling apparatus.

 나. 시료 제조

  (1) 용융염 시료

     모의 LiCl 폐용융염은 Mock-up 시설의 금속전환공정 물질수지와 재순

환 횟수를 기준으로 Cs과 Sr 원소의 농도를 결정하고, 150 g의 순수 LiCl에 

CsCl와 SrCl2를 혼합하여 제조하 다.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기 시료

물질의 흡수특성으로 인해 불활성 분위기에서 취급 및 칭량하고, 반응기내 

설치는 공기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로브 박스의 불활성 분위기에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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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iCl는 Adrich사의 제품으로 순도가 99 %인 특급시약을 사용하 다. 

CsCl와 SrCl2는 Alfa사의 제품으로 불활성 가스분위기의 유리캡슐에 포장된, 

순도가 99.99 %인 특급시약을 사용하 다. 

  (2) 제올라이트 시료 및 건조

     본 실험에서는 고온의 용융염계에서 비교적 안정하고, Cs과 Sr 원소에 

대한 선택도가 가장 양호한 제올라이트를 선정하여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제올라이트는 Aldrich사의 제품으로, 입자크기는 8∼

12 mesh이고, 10∼20 %의 binder를 함유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제올라이

트를 분쇄하고, 30∼60 mesh의 입자크기만을 선별하여 사용하 다. 분쇄된 

제올라이트의 평균 입자크기와 가비중은 각각 24.1 ㎛과 0.73 g/㎤를 나타내

었다. 특히 제올라이트는 흡수특성으로 인해 약 20∼22%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Fig. 4.35.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제올라이트에 함유

된 수분을 제거하 다. 본 장치는 고순도의 아르곤 가스를 이용하여 설정된 

단계별 온도와 시간조건에서 수분을 제거하 다. 제올라이트 건조기는 Fig. 

4.35.와 같이 아르곤가스 공급장치, 가열로, 제올라이트가 충진된 컬럼 및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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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 Schematic of dehydration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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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관으로 구성된다. 아르곤 가스는 미량 함유된 수분제거를 위해 CaCl2 컬럼

을 통해 반응관으로 도입되고, 반응관 내부에 설치된 제올라이트의 컬럼을 

통하여 제올라이트에서 제거된 수분과 동반 배출된다. 제올라이트의 단계별 

온도 가열조건은 고온 열분석기에서 감량곡선을 기준으로 설정하 다[22]. 

건조된 제올라이트는 시료물질 취급용 아르곤 가스 분위기의 로브 박스에

서 정량 및 취급하여 수분의 유입을 차단하 다. 건조된 제올라이트는 상기

의 조건에서 공극의 손상없이 대부분의 수분이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염내포 제올라이트 시료제조

      Na형 제올라이트는 LiCl 용융염계에서 용질의 양이온과 이온교환에 

의해, LiCl 용융염계 Na 함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LiCl 용융

염과 동일한 양이온을 가진 제올라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용융염의 재순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Li형 제올라이트는 Na형 제올라이트 보다 

흡착능과 이온교환 평형시간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상기의 측면을 고려하여 순수 LiCl 용융염계에서 염내포 제올라

이트 시료를 제조하고, 이온교환특성 실험을 수행하 다. 제올라이트 시료는 

상기에서 기술한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 고, 반응온도 625 ℃, 반응시간 8시

간, 용융염과 제올라이트의 비가 5인 조건에서 LiCl 용융염과 제올라이트를 

직접 혼합하여 염내포 제올라이트 시료를 제조하 다. 반응 종료 후에는 층 

분리된 제올라이트와 고화염을 분리한 다음, 제올라이트 표면의 잔류염을 

150 ㎖의 증류수로 5회 세척하고, 110℃의 진공오븐에서 건조하 다. 

  (4) Li형 제올라이트 시료제조

     염내포 제올라이트 시료는 고온조건과 LiCl 용융염 자체의 부식성으로 

인해 제조가 비교적 어렵다. 또한 균일한 염내포 제올라이트 시료 제조가 비

교적 어렵기 때문에, 상온의 LiCl 수용액 조건에서 Li형 제올라이트 시료를 

제조하는 방안을 고려하 다[23]. Li형 제올라이트 시료제조 장치는 교반기와 

LiCl 용액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jacket으로 구성되고, Li형 제올

라이트는 4N LiCl 용액 750 ㎖, 반응온도 25℃ 및 제올라이트 75 g의 조건

에서 제조하 다. 이온교환 평형시간은 약 90∼100 시간이 소요되었다. 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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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는 수용액으로부터 여과 분리후, 잔류염을 150 ㎖의 증류수로 5회 세

척하고, 110 ℃의 진공오븐에서 건조하 다. 

 다. 실험 방법

    제올라이트와 LiCl 용융염계 Cs과 Sr 원소의 이온교환실험은 회분식 반

응기에서 수행하 다. 모의 LiCl 폐용융염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

르곤 가스 분위기의 로브박스에서 LiCl 용융염 150 g과 일정량의 CsCl, 

SrCl2를 혼합하여 제조하 고, 용융염과 제올라이트의 비는 용융염계에서 분

산도와 도가니에서의 LiCl 용융염 액위를 고려하여 15인 조건에서 실험을 수

행하 다. 이온교환실험의 반응온도는 LiCl의 용융점(605 ℃)을 고려하여 625 

℃ 이상의 온도조건에서 수행하 다. Cs과 Sr 원소의 이온교환 평형시간은 

일정시간 간격으로 용융염의 시료를 채취하고, 화학분석을 통해 용융염의 농

도변화로부터 측정하 고, 흡착능은 평형시간 이후의 용융염 시료를 채취하

여 측정하 다. 용융염 시료채취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료채취기의 

일정 진공압을 이용하여 1.5∼2.0 g의 용융염 시료를 채취하 다. 반응 종료

후에는 도차에 의해 용융염과 층 분리된 제올라이트를 분리하고, 표면 잔

류염을 증류수로 세척하여 회수하 다. 용융염 시료는 증류수에 용해하고, 

25 ㎖의 volumetric flask를 이용하여 표준 용액화한 다음, Cs과 Sr의 농도

는 각각 A.A(atomic adsorption spectrophotometer)와 ICP (induced couple 

plasma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5. 실험결과 및 고찰

 가. Cs과 Sr 염화물 함유 LiCl 용융염의 특성변화

    일반적으로 염화물계 용융염은 다른 염화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염

화물의 조성에 따라 용융점이 변화하고, 최저 용융점의 공융점을 갖는 특성

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LiCl 용융염계 Cs 및 Sr 농도에 따라 용융점의 변화

를 측정하기 위해, LiCl 용융염계 Cs과 Sr의 최대농도인 4 wt%와 2 wt%인 

조건에서 고온 열분석기를 이용하여 LiCl 용융염의 용융점을 측정하 다. Cs

과 Sr 염화물의 최대농도인 4 % 조건에서 LiCl 용융염의 용융점은 각각 18 

℃와 15 ℃ 정도 낮게 나타내었다. 이는 기 발표 문헌과 거의 일치된 결과를 



- 143 -

나타내었다[24,25]. 제올라이트와의 이온교환반응에 의해 LiCl 용융염계 Cs과 

Sr 원소의 농도는 반응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Cs과 Sr의 농도 감소에 

비례하여 LiCl 용융염의 용융점은 점차로 상승한다. 따라서 Cs과 Sr 함유 

LiCl 용융염의 용융점을 기준으로 반응온도를 설정하는 것은 공정의 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는 순수 LiCl 용융

염의 용융점(605 ℃)만을 기준으로 실험 최저온도를 625 ℃로 설정하고 일련

의 실험을 수행하 다. 특히 예비실험결과 반응온도 610 ℃인 조건에서는 용

융염 상단층의 고화로 인하여 용융염과 제올라이트의 효과적인 혼합이 매우 

어려웠다. 

 나. 흡착 제올라이트의 침출특성

     LiCl 용융염계에서 Cs과 Sr 원소를 흡착한 제올라이트의 흡착원소와 

내포된 염의 침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 다. 특히 흡

착 제올라이트의 표면 잔류염 제거과정에서 흡착원소의 침출은 제올라이트

의 화학분석 신뢰성과 고정화된 흡착 제올라이트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선 본 실험에서는 흡착 제올라이트의 화학분

석의 신뢰성 확인 차원에서 증류수의 침지조건에서 흡착 제올라이트에 내포

된 염과 흡착원소의 침출여부를 확인하고자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실험은 50 ㎖의 증류수에 2 g의 흡착 제올라이트를 넣고, 교반 조건

에서 증류수에 침출된 Na, Li 및 흡착원소의 화학분석을 수행하 다. 침출시

간은 각각 30분, 120분, 240분과 360분의 조건에서 수행하 다. Fig. 4.3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흡착 제올라이트의 침출된 주요 원소는 Na과 Li이며, 흡

착된 원소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침출된 Na과 Li의 함량이 침출 시

간에 무관하게 거의 일정한 것으로 보아 흡착 제올라이트 표면에 일부 잔류

된 염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를 고려할 때, 흡착 제올라이트의 

회수조작 과정에서 증류수를 이용하여 흡착 제올라이트 표면 잔류염을 제거

하는 방법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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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6. Leachability of cations in salt occluded zeolite.

 다. 제올라이트와 LiCl 용융염계 Cs과 Sr 원소의 이온교환특성 

     LiCl 용융염계에 용해된 핵분열생성물의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LiCl 

용융염계의 고온조건에서 비교적 안정한 제올라이트 4A를 이용하여 직접 흡

착하는 방안을 설정하고 실험적 검증을 수행하 다. 기 발표 문헌에 의하면 

650 ℃ 온도의 범위에서 제올라이트는 적절한 흡착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8,27].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LiCl 용융염계 Cs과 Sr 원소의 선택

적 제거 가능성은 고온조건에서 제올라이트의 흡착능 유지가 관건이다. 본 

실험은 우선  고온 조건에서 제올라이트의 흡착능을 확인한 다음, LiCl 용융

염의 재순환 요건에 적합한 공정을 설정할 예정이다. 특히 상기에서 기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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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제올라이트 격자구조내의 Na 양이온은 LiCl 용융염계 Cs 및 Sr 

원소와 이온교환되고, LiCl 용융염계 Na 함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제 적용 제올라이트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 염내포 제

올라이트 혹은 Li형 제올라이트로 변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염내포 제올라이트는 LiCl 용융염의 용융점 이상 온도에서 순수 

LiCl 용융염계에 침지하여 제조한다. 그러나 염내포 제올라이트는 고온조건

과 LiCl 용융염 자체의 부식성으로 제조가 비교적 어려운 점과 비교적 균일

한 염내포 제올라이트 시료를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상온의 LiCl 용

액조건에서 직접 제조가 가능한 Li형 제올라이트는 제조 용이성 측면에서 매

우 유리하나, 이온교환 평형시간이 매우 길고, 염내포 제올라이트와 비교하

여 수분의 흡착성으로 인해 제올라이트와 같이 취급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

나 본 실험에서는 금속전환공정에서 발생되는 LiCl 폐용융염 최적 회수공정

의 확립 차원에서 염내포 제올라이트와 Li형 제올라이트의 제조는 물론 이온

교환 특성실험도 상기의 양 방법에 의해 제조된 제올라이트 시료를 대상으

로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회분식 반응기는 반응기 특성상 소량의 제

올라이트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량의 폐용융염 처리에 한계가 있고, 

상당량의 용융염이 제올라이트 표면에 부착되기 때문에 용융염의 재순환 측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본 실험에서는 회분식 반응기를 이용하여 제올라이

트와 LiCl 용융염계 Cs과 Sr 원소의 이온교환 평형시간과 흡착능의 데이터

를 확보하고, 향후 실험 예정인 제올라이트 컬럼 장치설계와 실험변수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1) 제올라이트와 LiCl 용융염계 Cs과 Sr 원소의 이온교환

     모의 LiCl 폐용융염은 LiCl 150 g를 기준으로 실험조건에 따라 일정량

의 CsCl 및 SrCl2를 혼합하여 제조하 고,  특히 반응관은 산소의 유입을 방

지하기 위하여 아르곤 가스 분위기의 로브 박스에서 조립하 다. LiCl 폐

용융염의 CsCl 및 SrCl2 함량은 Table 4.8.과 같이 금속전환공정에서 발생되

는 폐용융염의 예상조성 및 재순환 예상 회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농도

를 설정하고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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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Composition of CsCl and SrCl2 in LiCl molten salt

농도
(meq.) 0.02 0.015 0.01 0.005 0.0025

CsCl(g) 9.1836 6.1224 3.0612 1.5306

SrCl2(g) 5.7231 - 2.8327 1.4092 0.7028

    반응온도는 CsCl 및 SrCl2의 함량에 따른 LiCl 용융염의 용융점 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순수 LiCl 용융염의 용융점만을 고려하여 625∼675℃ 

온도범위로 설정하 다. 본 실험에서는 제올라이트와 LiCl 용융염계 Cs과 Sr 

원소와의 이온교환반응 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분식 반응기에서 일

련의 실험을 수행하 다. LiCl 용융염계에서 제올라이트의 흡착능과 이온교

환평형시간은 비교적 화학분석이 용이한 용융염의 농도변화를 기준으로 측

정하 고, 용융염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정시간 간격으로 1.5 ∼2.0 

g의 용융염 시료를 채취하 다. 용융염 시료는 증류수에 용해하고, 표준 용

액화한 다음 화학분석을 수행하 다. 특히 용융염 시료채취 과정에서 제올라

이트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용융염의 교반을 1분간 멈추고, 도차에 의해 

제올라이트가 침전된 후 용융염의 시료를 채취하 다. 

   (가) 제올라이트와 LiCl 용융염계 Cs 원소와의 이온교환

        본 실험은 제올라이트와 LiCl 용융염계 Cs 원소와의 이온교환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 다. 실험 방법은 상기에서 기술한 절차에 따라 수

행하 으며, 주요 실험 변수는 Table 4.9.와 같다. 

 Table 4.9. Variables of experiment for batch ion exchange test of zeolite 

and Cs in LiCl molten salt

LiCl 용융염

(g)

제올라이트

(g)

CsCl농도

(meq.)

반응온도

(℃)

교반속도

(rpm)

150 10 g 0.02∼0.0025 610∼67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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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실험변수중 반응기의 교반속도는 용융염계의 제올라이트 분산도를 

측정하여 결정하 다. 교반상태에서 용융염의 액위에 따라 일정 시료를 채취

하고, 채취된 용융염 시료를 증류수에 용해 및 여과한 다음, 제올라이트의 

량을 측정하여 제올라이트의 분산여부를 확인하 다. 예비실험 결과, 200 

rpm의 교반속도에서 제올라이트의 분산도가 가장 양호하 고, 그 이상의 교

반 속도에서는 원심력으로 인해 도가니 주위로 용융염이 모이는 현상이 발

생하여 바람직하지 않았다. 예비실험 결과를 토대로 회분식 반응기를 이용한 

향후 모든 실험의 교반속도는 200 rpm으로 고정하여 수행하 다. 

    Fig. 4.37.은 반응온도 625 ℃와 상기의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용융염의 

농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일정시간 간격으로 용융염 시료를 채취하고 화학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4.37.에서 제올라이트는 LiCl 용융염계의 

Cs 원소와 이온교환에 의해 선택적 제거가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용융염

계에서의 이온교환 평형시간은 수용액에서의 조건과 비교하여 매우 빠르게 

나타내고 있다. 제올라이트와 LiCl 용융염계 Cs 원소와의 이온교환은 대체로 

2∼3 시간 후 평형상태에 도달함을 나타내고 있다. LiCl 용융염계에서 Cs의 

흡착능과 평형시간을 고려할 때 금속전환공정에서 발생되는 LiCl 폐용융염으

로부터 Cs 원소를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용융염을 재순환할 수 있음을 암시

하고 있다. 제올라이트의 Na 이온은 용융염계의 Li 이온 혹은 LiCl 용융염계

의 Cs 원소와 이온교환되고, LiCl 용융염계의 Na 함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Fig. 4.38.은 LiCl 용융염계의 Na 함량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Na

의 함량은 반응시간 1시간의 조건에서 거의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Cs의 

평형시간과 비교하여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제올라이트 격자구조내의 

양이온과 LiCl 용융염의 Li 양이온과 이온교환이 진행되고, 2 단계에서 용질 

양이온 즉 Cs 원소와 이온교환반응이 진행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 발표

된 문헌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제올라이트의 이온교환은 이

온교환대상 양이온의 이온크기 합이 작은 경우 가장 양호하다. 이와 같은 관

점에서 Na과 Cs의 이온크기 합은 5.28 Å으로 Li과 Cs의 이온크기 합 4.58 

Å 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Li과 Cs의 이온교환반응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된다[28,29].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Li형 제올라이트와  LiCl 용융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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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원소와의 이온교환반응은 이온교환 평형시간 및 흡착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Fig. 4.39.는 온도에 따른 제올라이트의 이온교환 평형시간 

및 흡착능을 나타낸 것으로 온도에 의한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Fig. 4.40.의 X-ray 회절분석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X-ray 회절분석결과에 의하면 흡착 제올라이트는 제올라이트 고유의 피크 

및 피크위치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다르며, 이는 다른 결정형태로 변화되었음

을 의미한다. 그러나 결정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올라이트의 흡착능 

및 평형시간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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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7.  Ion exchange kinectics of Cs element for zeolite in LiCl molten 

salt at 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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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8. Sodium concentration versus contact time between zeolite

            and LiCl molten salt at 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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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9. Effect of temperature on ion exchang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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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0. XRD pattern of zeolite after 8 hr at 625 ℃ in LiCl molten salt. 

 Fig. 4.40.과 같이 610 ℃이상의 온도 및 반응시간 8시간 이상의 조건에서 

흡착 제올라이트는 동일한 결정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흡착 제올라이트의 결

정형태는 lithium aluminum silicate를 나타내고 있다. lithium aluminum 

silicate의 결정형태 변화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올라이트는 LiCl 

용융염계의 Li 양이온과 이온교환이 진행되고, 2단계에서 용질 양이온 즉 Cs 

원소와 이온교환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610, 625 및 650 ℃ 조건에서 흡착 제올라이트의 X-ray 회절분석결과, 모두 

흡착 제올라이트는 lithium aluminum silicate로 결정이 변화함을 나타내었

다. 또한 제올라이트는 610 ℃ 이하의 온도 조건에서도 lithium aluminum 

silicate의 결정형태로 변화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 발표 문

헌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며, 온도에 따른 제올라이트의 결정형태 변화에 

대한 연구를 향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 발표 문헌에 의하면 제

올라이트는 약 650 ℃ 온도조건에서 제올라이트 고유의 결정형태를 유지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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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부 손상 제올라이트의 결정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본 실험은 LiCl의 흡수특성과 고온의 반응조건, 부식성이 매우 크기 때

문에 용융염의 취급 및 시료채취가 매우 어렵다. 특히 용융염의 시료채취 과

정에서 소량의 제올라이트 함유는 실험결과의 신뢰성에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하고, 정확한 시료채취가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의 실험수행 

난점은 어느 정도 해결하고, 신뢰성이 있는 실험결과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

고 분석결과에서 일부 오차가 발생하 다. 오차발생 실험 데이터는 동일한 

조건에서의 재검증 실험을 수행하여 정확한 데이터 확보에 주력하 다.   

   (나) 제올라이트와 LiCl 용융염계 Sr 원소와의 이온교환

       본 실험은 상기에서 기술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 고, 주요 실

험변수는 Table 4.10.과 같다. 

    LiCl 용융염계 Sr 원소의 이온교환실험은 상기에서 기술한 Cs 원소의 

이온교환 실험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Sr 원소의 이온교환실험

은 LiCl 용융염량, 제올라이트량 및 교반속도를 고정하고, LiCl 용융염계의 

Sr 함량 및 반응온도를 실험변수로 하여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 다. 

    Fig. 4.41.은 반응온도 625 ℃와 상기의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용융염의 

조성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일정시간 간격으로 용융염 시료를 채취하여 화학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제올라이트와 LiCl 용융염계 Sr 원소와의 이

온교환은 3∼4 시간 이후에 평형상태에 도달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LiCl 

용융염계의 Cs 원소 이온교환과 비교하여 약간 느리게 나타나고 있으나, 흡

착능은 Cs 원소보다 크게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Si/Al의 비가 1인 

제올라이트는 1가의 양이온보다는 2가의 양이온에 대한 선택성이 크다는 기 

문헌과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17].

Table 4.10. Variables of experiment for batch ion exchange test of zeolite 

          and Sr element in LiCl molten salt

LiCl 용융염

(g)

제올라이트

(g)

SrCl2 농도

(meq.)

반응온도

(℃)

교반속도

(rpm)

150 10 0.02∼0.0025 610∼67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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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1. Ion exchange kinectics of Sr element for zeolite in LiCl molten 

salt at 625 ℃. 

Sr 원소에 대한 제올라이트의 흡착능과 평형시간을 고려할 때 금속전환공정

에서 발생되는 LiCl 폐용융염으로부터 Sr 원소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 용융염계의 Na 함량은 Cs 원소의 이온교환특성과 일치

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응시간 1시간의 조건에서 이미 평형상태에 도

달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용융염계의 Na 농도는 Cs 원소의 이온교환보

다 더 높게 나타내고 있다. Sr 원소의 흡착 제올라이트의 X-ray 회절분석결

과는 Cs 흡착 제올라이트와 비교하여 피크 크기와 위치가 동일하게 나타내

고 있다.



- 154 -

 라. 염내포 제올라이트와 LiCl 용융염계 Cs과 Sr 원소의 이온교환특성

    상기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제올라이트 격자구조내의 Na 이온은 LiCl 

용융염계의 양이온과 이온교환에 의해 용융염계로 배출되고, 용융염계의 Na 

함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용융염의 재순환 관점에서 Na 이온의 증가

는 용융염의 재순환에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LiCl 용융염계에서 

제올라이트의 이온교환반응은 제올라이트 격자구조내의 양이온과 LiCl 용융

염계의 Li 양이온과 이온교환반응이 1차로 진행된 다음, 용질의 양이온 즉 

Cs 혹은 Sr 원소와 이온교환반응이 진행되는 이온교환 메카니즘으로 인해 

용융염계 Na 이온의 함량은 급격히 증가된다[17]. 상기의 문제점 해결방안으

로 순수 LiCl 용융염계에서 제올라이트를 염내포 제올라이트 혹은 Li형 제올

라이트로 변환하는 방안을 고려하 다. 본 실험에서는 염내포 제올라이트 시

료의 특성분석과 아울러 LiCl 용융염계 Cs과 Sr 원소와의 이온교환 평형시

간 및 흡착능에 대해 고찰하 다. 

  (1) 염내포 제올라이트의 특성

      염내포 제올라이트 시료는 회분식 반응기를 이용하여 625 ℃의 순수 

LiCl 용융염계에서 직접 제조하 고, 주요 변수는 Table 4.11.과 같다. 

    특히 반응시간은 용융염계에서의 이온교환반응 특성과 기 발표 문헌을 

참고로 하여 8시간으로 설정하 다. Fig. 4.42.는 제올라이트와 염내포 제올

라이트 시료의 열 중량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4.42.와 같이 제올

라이트 시료는 약 50 ℃에서 수분의 증발에 의해 중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약 500 ℃의 온도에서는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고, 제올라이트의 

무게는 평형상태에 도달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염내포 제올라이트 시료

는 약 100 ℃ 온도범위까지 중량이 약간 감소하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거

Table 4.11. Preparation of salt occluded zeolite

LiCl 용융염

(g)

제올라이트

(g)

반응온도

(℃)

반응시간

(hr)

교반속도

(rpm)

200 40 625 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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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2. Comparision fo TG curve of salt occluded zeolite and zeolite.

의 중량이 감소하지 않고 거의 평형상태에 도달함을 나타내고 있다. 

    염내포 제올라이트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순수 LiCl 용융염의 Li 

양이온과 이온교환에 의해 Li형 제올라이트로 변환되고, 제올라이트 공극에 

염이 충진된 상태로, 제올라이트 시료와 비교하여 흡수 특성이 크게 다르다. 

이와 같은 특성은 흡수 특성이 비교적 큰 LiCl 용융염과 CsCl, SrCl2 등의 

염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서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염내

포 제올라이트 시료의 취급측면에서 매우 큰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LiCl 용융염계에서 염내포 제올라이트 시료제조는 LiCl 용융염의 용

융점 이상의 고온조건과 부식특성 이외에 균일한 염내포 시료의 확보에 어

려움이 있었다. 특히 염내포 제올라이트의 회수과정에서 고화된 염을 분리하

고, 표면 잔류염을 증류수로 제거해야 하는 추가 과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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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올라이트의 염내포 특성은 제올라이트의 자체 특성보다는 용융염의 

이온크기와 제올라이트의 공극에 향을 받는다. 용융염의 양이온이 제올라

이트의 공극보다 큰 경우에는 염이 내포되지 않는다. 제올라이트의 염내포는 

제올라이트 공극내에 충진된 염분자수에 의해서 측정되고, 이는 제올라이트

의 알루미늄 농도를 기준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건조된 제올라이트의 알

루미늄 농도는 약 19 wt%를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 염내포된 제올라이트의 알루미늄 농도는 12.5∼13.9 wt%를 

나타내었다. 염내포 제올라이트내의 격자구조 양이온과 내포 양이온과는 정

확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량적인 결론을 얻을 수 없고 단

지 경향만을 알 수 있었다. 제올라이트의 분석결과 제올라이트는 10∼11.5개

의 염분자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기 발표된 문헌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17,31]. 

  (2) 염내포 제올라이트와 LiCl 용융염계 Cs 원소와의 이온교환

     본 실험은 제올라이트와 LiCl 용융염계 Cs 원소와의 이온교환 실험조

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하 다. 염내포 제올라이트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

와 같이 반응온도 625 ℃, 용융염과 제올라이트의 비가 5인 조건에서 제조한 

염내포 제올라이트 시료를 대상으로 하 다. 

    Fig. 4.43.은 염내포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조건에서 LiCl 용융염계 Cs 원

소의 농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일정시간 간격으로 용융염 시료를 채취하고 

화학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염내포 제올라이트는 제올라이트와 비교

하여 이온교환 평형시간은 물론 흡착능도 크게 향상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는 이온교환대상 양이온의 이온크기 합이 작은 경우 가장 양호하다는 이론

적 측면에 부합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Li과 Cs의 이온 크기 합은 4.58 

Å으로 Na과 Cs의 이온크기 합 5.28 Å보다 약간 작기 때문에 염내포 제올

라이트의 흡착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43.의 실험결과는 금속

전환공정에서 발생되는 LiCl 폐용융염으로부터 고방열성 물질인 Cs을 선택

적으로 제거하고, LiCl 용융염의 재순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용융

염계에서 염내포 제올라이트의 이온교환반응 속도가 매우 향상되는 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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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3. Ion exchange kinetics of Cs element for salt occluded zeolite in 

LiCl molten salt.

려할 때 공정의 운전측면에서 매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의 적용성

은 향후 제올라이트 컬럼장치의 실험적 검증이 요구되지만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염내포 제올라이트는 이온교환대상 양이온이 Li 이온으로 치환되

었기 때문에 LiCl 용융염계의 Na 함량은 Fig. 4.44.와 같이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 LiCl 용융염계의 Na 함량은 2.75 meq. 농도로서 제올라이트와 비교하

여 현저하게 낮게 나타내고 있으나, 그러나 소량의 Na 이온은 상기에서 기

술한 바와 같이 염내포 제올라이트의 제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고온의 LiCl 용융염계에서 제올라이트 격자구조내의 Na 이온이 완전히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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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4. Sodium concentration versus contact time between salt occluded 

zeolite and LiCl molten salt at 625 ℃.

교환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는 염내포 제올라이트 제조의 최적조건 확립

에 의해 LiCl 용융염계 Na 이온의 함량을 최저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염내포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공정은 제올라이트의 염내포 

처리과정이 추가로 요구된다.

    염내포 처리과정은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LiCl 용융염계에

서 수행되고, 일반 화학공정의 운전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공정 운전성 측면

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염내포 처리공정은 순수 LiCl 용융

염계에서 염내포 반응, 고화염과 염내포 제올라이트의 분리 및 표면 고화염 

세척, 그리고 염내포 제올라이트의 건조과정이 추가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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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염내포 제올라이트와 LiCl 용융염계 Sr 원소의 이온교환

    염내포 제올라이트의 시료는 상기에서 기술한 동일한 조건에서 제조하

다. LiCl 용융염계 Sr 함량은 상기의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이온교환 실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하고, 염내포 제올라이트 시료에 대한 LiCl 용

융염계 Sr 원소의 이온교환 평형시간 및 흡착능에 대한 일련의 실험을 수행

하 다.

    Fig. 4.45.는 염내포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LiCl 용

융염계 Sr 원소의 농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일정시간 간격으로 용융염 시

료를 채취하여 화학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염내포 제올라이트를 이

용한 Sr 원소의 이온교환반응은 제올라이트와 비교하여, 이온교환 평형시간

은 물론 흡착능도 크게 향상됨을 나타내고 있다. LiCl 용융염계의 Cs 원소 

이온교환반응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흡착능은 Cs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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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5. Ion exchange kinetics of Sr element for salt occluded zeolite in 

LiCl molten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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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크게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염내포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조건에서의 LiCl 용융염계의 Na 함량은 Cs 원소의 이온교환반응과 거의 유

사한 2.5 meq. 이하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4) 염내포 제올라이트와 LiCl 용융염계 Cs과 Sr 원소의 이온교환

    염내포 제올라이트와 LiCl 용융염계 Cs과 Sr 원소의 이온교환 실험은 

상기에서 기술한 단일성분계와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하 다. LiCl 용융염계 

Cs 혹은 Sr의 단일성분계에서의 염내포 제올라이트는 적절한 흡착능과 이온

교환 평형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LiCl 용융염계에 Cs과 Sr 원

소가 공존하는 2성분계 조건에서 Cs과 Sr 원소의 경쟁반응에 의한 개별 원

소의 흡착능과 이온교환 평형시간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수행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염내포 제올라이트는 상기의 조건에서 제조된 시료를 사용

하 고, 실험의 주요 변수는 Table 4.12.와 같다.

    Fig. 4.46.은 상기의 실험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용융염계 Cs과 Sr 원소

의 농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일정시간 간격으로 용융염 시료를 채취하여 

화학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4.46.에서 Cs과 Sr 원소는 염내포 

제올라이트와의 이온교환반응에 의해 선택적으로 제거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염내포 제올라이트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올라이트의 2성분

계 흡착특성과 비교하여 흡착능은 물론 이온교환 평형시간도 크게 향상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단일성분계에서의 염내포 제올라이트에 의한 Cs 흡착

의 경우와 비교하여 흡착능이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r 원소

도 Cs과 같이 흡착능이 감소하나, Cs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다. 2성분계에서 Cs과 Sr 원소의 흡착은 Cs의 농도에 큰 향을 받지 않

으나, Sr 농도는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12. Variables of experiment for batch ion exchange test of salt 

occluded zeolite and Cs, Sr element in LiCl molten salt

반응온도

(℃)

염내포 

제올라이트 (g)

LiCl 

용융염 (g)
CsCl (g) SrCl2 (g)

625 10 150 3.0681 2.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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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47.은 LiCl 용융염계의 초기 Sr 원소 농도를 0.02 meq. 으로 증가

된 조건에서의 시간에 따른 LiCl 용융염계 Cs과 Sr 원소의 농도 변화를 나

타낸 것이다. Sr 원소의 흡착능은 Fig. 4.46.과 비교하여 절대 흡착능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Fig. 4.48.과 같이 Cs의 흡착능은 Sr의 

초기농도 변화에 거의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Fig. 4.49.는 상기의 실험조건에서 온도에 따른 2성분계의 흡착능의 변화

를 나타낸 것으로 온도 상승에 따라 흡착능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온도에 대한 향은 기 발표 문헌에 의하면 650 ℃ 이상의 온도에서는 

제올라이트가 sodalite 결정형태로 변화하고, 흡착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610 ℃ 이하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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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6. Ion exchange kinetics of Cs and Sr element for salt occluded 

zeolite in LiCl molten salt at 625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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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7. Ion exchange kinetics of Cs and Sr element for salt occluded 

zeolite in LiCl molten salt at 625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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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8. Ion exchange kinetics of Cs with Sr concentration for salt 

            occluded zeolite in LiCl molten salt at 625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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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9. Effect of temperature on ion exchange capacity.

에서도 제올라이트는 lithium aluminum silicate의 결정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흡착능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제올라이트의 수용액 조건에서의 

흡착능과 비교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625 ℃의 

장시간 조건에서는 제올라이트는 lithium aluminum silicate로 결정이 변화하 

고, lithium aluminum silicate의 결정은 금속전환공정에서 발생되는 LiCl 용

융염계 Cs과 Sr 원소에 대한 적절한 흡착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

다. 또한 흡착능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

나, LiCl 용융염 및 용융염내 기타 염화물의 증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능한 

LiCl 용융점보다 약간 높은 온도조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된다. 염내포 제올라이트 시료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순수 LiCl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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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염계에서 반응조건 8시간 및 교반속도 100 rpm 조건에서 제조된다. 반응 

종료후 제올라이트는 표면에 부착된 고화염을 제거하기 위해 증류수로 세척

하고, 110 ℃의 진공건조기에서 건조과정을 거친다. 염내포 제올라이트 제조

는 LiCl 용융염의 용융점 이상의 고온조건에서 수행해야 하고, LiCl 용융염 

자체의 고화 및 부식특성으로 인해 실험이 매우 어렵다. 특히 균일한 염내포 

제올라이트의 제조가 어렵고, 제올라이트의 염내포 정도는 제올라이트의 화

학분석에 의해 확인해야 하나, 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LiCl 용융염계의 Na 

함량을 분석하여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염내포 제올라이트를 

LiCl 용융염계에서 제조하는 방안 이외에 직접 상온의 LiCl 수용액계에서 제

올라이트를 Li형 제올라이트로 변환하는 방안을 추가로 고려하 다.

 마. Li형 제올라이트와 LiCl 용융염계 Cs과 Sr원소의 이온교환특성

     Na형 제올라이트는 LiCl 용융염계의 Li 양이온 및 용질의 양이온과 이

온교환반응에 의해 용융염계의 Na 함량증가의 원인이 된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염내포 제올라이트 혹은 상온의 조건에서 LiCl 수용액에서 Li

형 제올라이트로 변환하는 방안을 고려하 다. 그러나 염내포 제올라이트의 

제조는 LiCl 용융염의 부식 특성과 고온의 조건에서 수행되는 단점 이외에 

추가로 용융염과 염내포 제올라이트의 분리, 표면 고화염 제거 및 건조공정

이 요구된다. 물론 염내포 제올라이트는 제올라이트와 비교하여 이온교환 평

형시간 및 흡착능 향상 이외에 흡수 특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취급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특성을 갖고 있으나, 최적 LiCl 회수공정의 설정차원에서 상온

의 LiCl 수용액계에서 제올라이트를 Li형 제올라이트로 변환한 시료를 대상

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특히 Li형 제올라이트는 염내포 제올라이트와 비교

하여 이온교환 대상의 원소가 동일하며 염내포 제올라이트의 이온특성을 고

려할 때, Na형 제올라이트에 비해 Li형 제올라이트는 흡착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Li형 제올라이트는 상온의 수용액 조건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염내포 제올라이트 제조 조건보다 공정의 운전성 측면에서 매우 유

리한 장점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실험에서는 상온의 LiCl 수용액

계에서 제조된 Li형 제올라이트의 LiCl 용융염계 Cs과 Sr 원소에 대한 이온

교환 평형시간 및 흡착능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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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i형 제올라이트와 LiCl 용융염계 Cs원소와의 이온교환

      Li형 제올라이트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회분식 반응기를 이용

하여 25 ℃의 4 N LiCl 수용액계에서 직접 제조하 다. 특히 이온교환 평형

시간은 수용액계에서의 이온교환특성과 기 발표 문헌을 참고로 하여 100시

간으로 설정하 다. 회수된 Li형 제올라이트는 상기에서 기술한 제올라이트 

건조방법과 동일하게 건조하고, 로브 박스에서 정량 및 취급하여 수분의 

유입을 차단하 다. 특히 Li형 제올라이트의 열중량 분석결과는 제올라이트

와 거의 유사한 열중량곡선을 나타내며, 염내포 제올라이트와는 현저한 차이

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를 고려할 때, Li형 제올라이트는 단지  이

온교환 대상원소인 Na이온이 Li이온으로 치환됨을 나타내고, 염내포 제올라

이트의 염내포 특성은 수분 흡착특성을 감소시키는 것이외에 이온교환특성

에 큰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Li형 제올라이트의 이온교환특성 실험은 제올라이트와 동일한 실험조건

에서 수행하 다. Fig. 4.50.은 Li형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조건에서 LiCl 용융

염계 Cs 원소의 농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일정시간 간격으로 용융염 시료

를 채취하고 화학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Li형 제올라이트는 2∼3 시간 

이후에 평형상태에 도달하고, 거의 제올라이트와 유사한 이온교환특성을 나

타내고 있다. Li형 제올라이트의 흡착능은 제올라이트에 비해 약간 향상되나, 

염내포 제올라이트에 비해서 크게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다. 단지 이온교환 

대상원소인 Na이온이 Li이온으로 치환된 효과만을 나타내고 있음을 암시하

고 있으며, 이는 이온교환대상 양이온의 이온크기 합이 작은 경우 가장 양호

하다는 이론적 측면에 부합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Li형 제올라이

트는 이온교환 대상 양이온이 Li이온으로 치환되었기 때문에 LiCl 용융염계

의 함량을 30 ∼ 35 meq. 농도 범위까지 낮출수는 있으나, 염내포 제올라이

트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게 나타내고 있다.

  (2) Li형 제올라이트와 LiCl 용융염계 Sr원소와의 이온교환

      LiCl 용융염계 Sr 원소 함량은 상기의 제올라이트와 염내포 제올라이

트를 이용한 이온교환 실험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하고, Li형 제올라이

트 시료에 대한 LiCl 용융염계 Sr원소의 이온교환 평형시간 및 흡착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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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50. Ion exchange kinetics of Cs element for Li-zeolite in LiCl

           molten salt at 625 ℃.

실험을 수행하 다.

    Fig. 4.51은 Li형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LiCl 용융

염계의 Sr 원소 농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일정시간 간격으로 용융염 시료

를 채취하여 화학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Li형 제올라이트와 Sr 원소

와의 이온교환 평형시간은 3∼4 시간으로 대체로 제올라이트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흡착능은 약간 항상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염내포 제올라이트와 비교하여 흡착능은 크게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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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1. Ion exchange kinetics of Sr element for Li-zeolite in LiCl

          molten salt at 625 ℃.

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LiCl 용융염계의 Cs원소의 이온교환특성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회수 LiCl 용융염계의 Na함량은 Cs원소의 이

온반응과 거의 유사한 30∼35 meq. 농도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제올라

이트의 이온교환대상 양이온이 완전히 Li이온으로 치환되지 않음을 의미하

며, 일반 수용액계에서 제올라이트 이온교환속도를 고려할 때, Li이온의 완전

한 치환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Li형 제올라이트 제조의 소요시간 

및 제올라이트 건조 등의 전처리공정, 공정의 운전성, 회수 LiCl 용융염의 불

순물 함량 측면을 고려할 때, 염내포 제올라이트가 LiCl 용융염계의 고방열

성 핵종의 선택적 분리매질로서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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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의 금속전환공정에서 발생되는 LiCl 폐용융염

은 Cs과 Sr 원소의 고방열 특성으로 인해 LiCl 용융염의 재순환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전환공정에서 발생되는 LiCl 폐용융염으로부터 Cs

과 Sr 원소를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용융염을 금속전환공정으로 재순환 가능

성을 모색코자 LiCl 폐용융염의 회수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LiCl 

용융염계의 Cs과 Sr 원소의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온에서 비교적 안정

하고 적절한 흡착능을 갖고 있는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LiCl 용융염계 Cs

과 Sr 원소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에 대해 실험적으로 검증하 고, 이

의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올라이트는 고온의 LiCl 용융염계 Cs과 Sr 원소와의 이온교환특성을 

나타내고, 2∼4 시간 이후에는 평형상태에 도달하 다.

○ 제올라이트는 제올라이트 격자구조내의 양이온과 LiCl 용융염의 Li 양이

온과 이온교환이 우선 진행되고, 2 단계에서 용질의 양이온과 이온교환되

는 메카니즘을 나타내고 있다.

○ 염내포 제올라이트는 10∼11.5 개의 염분자를 내포하고, 제올라이트와 비

교하여 수분의 흡수특성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제올라이트의 취급측면

에서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 염내포 제올라이트는 제올라이트와 비교하여 이온교환 평형시간은 물론 

흡착능도 크게 향상되었고, 온도의 증가에 따라 흡착능도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LiCl 용융염계 Cs 및 Sr 원소에 대한 흡착능 및 이온교환 평형시간, 회수 

LiCl 용융염의 불순물 함량 측면을 고려할 때, 염내포 제올라이트가 LiCl 

용융염계의 고방열성 핵종의 선택적 분리매질로서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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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용융염 이송 실험

1. 개 요

  용융염 취급기술은 용융염 그 자체가 갖는 물리․화학적 특성, 즉 전기전

도성, 고 집 취급성, 유체 특성 등으로 인하여 여러 산업기술에 응용되어 

왔다. 사용후 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에서는 산화물의 환원공정에서 형성되

는 리튬용융염을 단위공정간의 이송을 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용융염을 

취급하는 이송계통의 구성요소, 이송방식, 관련 기기, 계장 및 배관류 특성 

등의 건전성 및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실규모 및 공학규모 용융염 이

송장치를 설치하 다. 관련 장치들간의 최적 이송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구동

부분을 사용치 않는 가압방식과 감압방식(진공흡입방식), 그리고 구동부분을 

사용하는 펌프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구동부분을 사용하여 이송하

는 장치는 용융염과 접촉하는 부분의 온도 유지(650℃ 이상)문제, 케이싱에 

고여있는 용융염 처리 문제 그리고 용기와 펌프의 흡입부분 연결 문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하학적 구조 및 구동부분을 사용하여 이송하는 

장치의 문제점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가압방식 및 감압방식의 용

융염 이송장치를 실험실적 및 공학적 규모로 설치하여 수력학적 특성실험을 

행하 다. 또한 취급장치에 관련된 기기 및 계장의 적용성 그리고 배관류 특

성 등을 조사하 다.   

2. 용융염 이송장치 및 실험

 가. 실험실규모 

     Fig. 4.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온 용융염 이송장치는 가압부분, 이송

부분 그리고 저장부분으로 나누었다. 가압부분은 여러 이송방법중에서 가압

방식을 택하여 흐름의 특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고압으로 충전된 알곤 실

린더와 관련 부품 그리고 압력이 낮을 때 가압을 하기 위한 가압펌프로 구

성하 다. 이송부분은 내경이 9.6 mm이며 두께가 2.1 mm인 스테인레스 강( 

Type 316L)의 이송배관, 고온밸브 및 오리피스유량계로 구성하 다. 그리고 

저장부분은 외부에 가열로로 된 용량 2리터인 용기, 교반기 등으로 구성하

다. 고온 용융염 이송장치의 가압조절은 고압 알곤 실린더와 1, 2차 압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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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 그리고 metering needle valve로 하 다. 압력차는 1.0 kg/cm2 이하로 

설정하여 흐름거동을 조사하 다. 이송관의 내부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송관 내부에 열전대를 설치해야 되지만 내경이 9.6 mm이므로 열전대를 이

송관 외부에 설치하여 온도를 조절하 으며, 스프링모양의 니크롬선에 세라

믹으로 만든 애자를 끼워서 가열매체로 사용하 다. 용기는 자켓모양의 가열

로로 가열하 고, 용기 뚜껑에서 내부로 열전대 보호관을 설치하여 보호관 

안으로 열전대를 넣어 온도를 조절하 다. 이송관의 연결은 용접으로 하

다. 용융염 이송장치의 각 구성원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강, 용융염의 이송온

도는 650 ∼ 850℃, 용융염은 LiCl이며, 온도에 따른 물성치를 Table 4.13.에 

나타내었다.

Fig. 4.52. Schematic diagram of laboratory scale transportation system of 

molten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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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3. Melting point, density and viscosity of molten LiCl salt 

Temperature(℃) 620 650 700 750 800 850

Density(g/cm3) 1.504 1.491 1.470 1.449 1.428 -

Viscosity(cP) - 1.60 1.21 0.99 0.81 0.72

 나. 공학적규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융염 이송장치는 Fig. 4.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압 및 진공흡입부분, 용융염 이송부분 그리고 분리 및 저장부분의 세 부

분으로 나누어진다. 가압 및 진공흡입식부분은 고압으로 충진된 알곤실린더, 

완충탱크, 압력지시 및 조절계 그리고 진공펌프, 용융염 이송부분은 내경이 

15 mm이며 두께가 5.7mm인 스테인레스 강(Type 316L)의 이송배관, 고온

용 밸브 및 오리피스유량계 그리고 분리 및 저장부분은 외부에 자켓모양의 

가열로로 된 용량 15리터인 분리조 및 저장조, 비접촉식 초단파 레벨 측정

장치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송관의 온도조절은 세라믹 애자를 끼운 칸탈저

항선(Φ3.2 mm)으로 행하 으며, 용기내의 온도조절은 자켓모양의 가열로로 

가열하 고, 용기 두껑에서 내부로 열전대 보호관(Φ10 mm, Type 316L, 

CA head type)을 설치하여 보호관 안으로 열전대(Φ1.2 mm, CA type)를 

넣어 행하 다. 이송관의 연결은 표준용접 V형으로 하 다. 용융염 이송장

치의 각 구성요소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강, 용융염 이송온도는 650 ∼ 75

0℃, 용융염은 LiCl이고 온도에 따른 물성치를 Table 4.13.에 나타내었으며, 

이송방식은 가압 및 진공흡입방식을 적용하 다.

3. 결과 및 고찰

 가. 용융염 이송방식

    가압방식 및 감압방식의 용융염 이송장치를 실험실적 및 공학적 규모로 

설치하여 수력학적 특성실험을 행하 다.

    Fig. 4.52.의 실험실적규모 가압방식의 용융염 이송장치에 의한 수력학적 

특성실험 결과를 압력차와 유량의 관계로 Fig. 4.54.에 나타내었다. Fig. 4.54.

에서 보는바와 같이 양정 1m 이하에서는 온도변수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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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3. Schematic diagram of engineering scale transportation system of 

molten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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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4. Flow rate vs. differential pressure in molten LiCl salt 

transportation system at 650℃, 750℃, and 850℃.

것으로 나타났다. 

    Fig. 4.53.의 공학규모의 용융염 이송장치에 의한 수력학적 특성실험 결

과를 압력차와 유량의 관계로 Fig. 4.55.와 4.56.에 나타내었다. Fig. 4.55.는 

가압이송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Fig. 4.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에 

의한 점도차로 인해 같은 압력차에 의한 용융염 이송량의 차이는 엘보우, 고

온밸브 등의 관로삽입물과 이송라인에 설치된 오리피스 등의 관로 단면적변

화의 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4.56.은 감압이송 실험결과를 나타

낸 것이며, Fig. 4.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에 의한 점도차는 같은 압력

차에 의한 용융염 이송량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보아 관로삽입물과 관로 단

면적변화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총체적으로 용융염 이

송은 감압 혹은 가압방식에 크게 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고온 용융염 이송에 있어서 감압보다 가압에 의한 이송라인의 이음부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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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분의 용융염 및 증기의 누출로 인해 열매체인 칸탈선의 부식에 의한 

절단으로 여러번 용융염 이송실험을 행하지 못하 다.  

Fig. 4.55. Flow rate vs. differential     Fig. 4.56. Flow rate vs. differential

pressure in molten LiCl salt trans-        pressure in molten LiCl salt  

portation system at 650℃ and 750℃       transportation system at 650℃

by pressurizing method.                   and 750℃ by suction method.

 나. 기기 및 계기의 적용성

    고온 용융염 이송장치에 관련된 기기 및 계기의 적용성 여부를 조사하

기 위하여 실험실규모 및 공학규모의 용융염 이송장치를 설치하여 운전하

다. 용융염 이송양정(1 m 이하)인 실험실규모의 용융염 이송장치에서는 관련 

기기 및 계기에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 다. 그러나 이송양정(5 m 이상)

인 공학규모의 용융염 이송장치에서는 고온 용융염 분위기가 관련 기기 및 

계기 등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 다. 

    가압 및 진공흡입식부분의 진공센서에서 fume의 응축 및 누적으로 인한 

오동작을 일어켰으며, 용융염 이송라인에 설치된 내고온성 및 내부식성이 우

수한 SS347로 된 NUPRO-SS-12UW-TW-HT 고온밸브에서 벨로우즈 자체

가 점성이 있는 용융염 상태에서 동작함으로 강도 저하와 점성유체와의 운

동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벨로우즈 자체가 파괴되어 작동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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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피스 유량계에서는 DP transmitter에서 fume의 응축 및 누적으로 

인해 오동작을 나타내었으며, 자켓모양의 가열로로 된 용량 17리터인 분리조

에 설치된 비접촉식 초단파 레벨 측정장치(Model, FMR 231)는 감지부(안테

나 부분)의 fume에 의한 필름막의 형성으로 감지의 레벨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기의 연결부위에 퍼징라인과 증기 응축을 위한 

콘덴서를 적절하게 설치하면 계기의 오동작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생

각된다.  

 다. 이송배관의 특성

    실험실적규모의 이송장치에서는 반복되는 간헐적 운전으로 인하여 다음

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가압라인과 용기의 접합부분의 냉각으로 용융염의 증기가 응고되어 가

압라인이 막히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융염 이송이 

끝난 후 가압라인을 퍼징(purging)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4.57.과 4.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기의 드레인라인에서 소성변형

(plastic strain)에 의한 팽윤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용기내부에 미치는 압력

에 의해 드레인라인의 열전대에 의한 국부가열된 부분에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 이송라인의 dead zone을 가능

한 짧게하고, 열전대의 설치시 온도의 분포를 고려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설

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송라인의 용접 연결부위에 심한 부식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이송라인

의 두께가 2.1 mm이므로 표준형태(V형, U형)의 용접부위를 만들지 못하고 

직접용접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식현상으로 보아 고온 용융염 

취급장치에서는 용접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 이송라인의 두께를 최소한 3.5 mm 이상으

로 하고 V형 표준형태 용접을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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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7. Drain line of the vessel    Fig. 4.58. Swelling part of the drain

     removed the heater wire with            line due to plastic strain.

     ceramic jacket.

    실험실규모의 용융염 이송장치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공학규모의 이송장

치에서 이송라인의 온도조절은 세라믹애자를 끼운 칸탈저항선(Φ3.2 mm)으

로 행하 으며, 이송장치의 가열은 Fig. 4.59.와 Fig. 4.60.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용기, 용기뚜껑 및 이송관 밸브에 일자형 칸탈선을 알루미나 애자를 끼워 

가열매체로 사용하 다. 특히 이송라인에 설치된 고온밸브와 플렌지 부분의 

설정된 온도가 유지되지 않아 dead zone이 생성되어 이송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송장치의 이송라인상의 밸브 및 플렌지 주위에는 Fig. 

4.6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전대를 설치하 다. 용융염 이송관의 온도조절은 

Fig. 4.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송관 내부와 외부의 온도편차를 최소로 하

기위해 1/2″Type 316L 열전대 보호관을 이송관 표면에 수직으로 용접하여 

열전대 보호관 내부로 열전대를 넣어 이송관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를 측정

한 결과 800℃에서 ± 10℃ 오차를 초과하지 않았다. 또한 용융염 이송에 문

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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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9. Kanthal wire enclosed in   Fig. 4.60. Kanthal wire enclosed in

ceramic jacket around the vessel.    ceramic jacket around the valve and

                                    flange.

   

Fig. 4.61. Protective pipe for the heater wire installed on the transport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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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언

 가. 가압 및 감압방식에 의한 용융염 이송에서는 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

았으나, 가압방식에 의한 용융염 이송장치에서는 용융염 이송라인과의 연결

부분 등에서 용융염 및 증기의 누출로 인해 온도조절 매체인 칸탈저항선의 

손상으로 용융염 이송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 다. 

 나. 고온 용융염 분위기는 이송장치의 구성요소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 기기 및 계기에 미치는 증기의 향은 고려되

어야 할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다. 용융염 이송장치에서 용접부위의 부식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도출

되었다. 특히 이송라인의 용접부위의 부식을 막기위해서는 V형 표준형태 용

접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이송라인의 두께는 최소한 3.5 mm 이상이 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 용융염 이송장치에서 드레인라인 등 dead zone 부분의 국부과열로 인한 

소성변형에 의해 팽윤현상이 발생하 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위해서는 dead 

zone 부분을 가능한 짧게 하고 열전대의 설치시 온도의 분포를 고려하여 일

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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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용융염 취급용 합금 개발

1. 개 요 

  용융염 취급기술은 용융염 그 자체가 갖는 물리․화학적 특성, 이를테면 

높은 전기전도성, 고 집 취급성, 유체특성 등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여러 산

업기술에 응용되어 왔으나 특히 최근에 와서는 제트엔진, 연료전지, 촉매, 

태양에너지, 그리고 금속정제 등의 기술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온 용융염을 취급하는 기기 및 구조재료의 부식에 대한 연

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중 제트엔진이나 공업용엔진의 가스터

빈에서 발생하는 용융황산염(Na2SO4)에 의한 Ni기 초합금의 가속산화

(accelerated oxidation)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32∼43]. 이러한 가

속산화는 용융염이 고온부품의 합금표면에 필름상으로 부착되었을 때 발생

하는 현상으로 산화속도가 대기중에서보다 훨씬 빠르고 다공성 산화피막이 

합금내부로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Goebel[37,38]등은 이러한 가속산

화에 대해 합금표면의 보호성 산화피막(Ni기 합금의 NiO 혹은 Cr2O3)이 용

융염중의 Na2O와 반응하여 NiO2
2- 혹은 CrO4

2-의 형태로 용융염에 용해되었

다가 다시 산화물의 입자로 석출되어 다공성 피막을 형성하는 “염기성 용해

(basic fluxing)"기구를 제안하 다. Zhang과 Rapp[39∼43] 등은 합금내에 

포함된 원소들의 산화반응과 이에 수반되는 환원반응의 결과로 용융염중의 

염기도(basicity)에 의존하며 Na2SO4의 경우 용융염의 Na2O의 활동도가 높

을수록 즉 용융염의 염기성이 강할수록 산화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이 가속산화는 Na2SO4의 산-염기 평형에 의해 용융염에 존재하

는 염기성산화물 Na2O에 의해 발생되며, 또한 NaNO3와 Na2CO3 용융염에

서도 Na2SO4와 같은 부식현상이 나타났다[35,36]. 

    NaCl과 같은 염화물은 산소를 포함하지 않음으로 산화반응을 가속시키

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근래에 와서 염화물에 의해서도 산화가 가

속화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44∼46].  

Grabke[44,46] 등은 이 같은 현상을 용융염 Na2SO4에 의한 가속산화와 구별

하여 “활동적 산화(active oxidation)"기구로 설명하고 있다. 활동적 산화기

구에 의하면 NaCl이 합금표면의 산화물과 반응하여 보호막을 파괴하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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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생성물인 Cl2가 산화물/금속계면에 침투하여 금속염화물을 형성하며, 형성

된 FeCl2는 증발하여 산화층을 통해 외부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산소와 반응

하여 산화물로 변화한다. 따라서 산화피막은 주로 Fe2O3와 Fe3O4로 구성된

다.

    현재 연구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공정은 혼합용융염계 환경에서 이루어

진다. Li2O는 Na2O와 유사한 강한 염기성산화물이므로 염기성용해 기구에 

의한 가속산화를 야기 할 수 있으며, LiCl은 NaCl과 유사하여 활동적 산화

의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LiCl-Li2O 용융염계 취급장치 구조재료 개발

의 일환으로 기존의 스테인레스 강과 내열합금, Type 304L, Type 316L[47], 

More 1, Super 22H[48], Incoloy 800H, Inconel 600 그리고 Hastelloy 

C-276[49] 등의 용융염 부식특성을 조사하 다. 이들 합금은 LiCl 용융염에

서는 치 한 LiCrO2의 보호성 산화막이 형성되어 부식속도는 느리게 나타

나며, 이는 포물선법칙을 따른다. 한편, LiCl-Li2O 용융염에서는 LiCrO2 다

공성 비보호성 피막이 합금내부로 성장하고, 부식속도는 직선법칙을 따르며, 

부식속도가 LiCl에서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Li2O에 의

한 염기성용해 기구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합금표면에 형성되는 보호성 산

화물 Cr2O3는 산화물 이온 O
2-(Li2O)와 반응하여 크로움산염(chromate), 

CrO4
2-
 이온이 생성되며, 용융염에 용해된다. 따라서 보호성 피막이 존재하

지 않으므로 금속은 언제나 용융염과 직접 접촉하게 되어 부식속도는 시간 

증가에 따라 둔화되지 않고 직선법칙을 따라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은 LiCl-Li2O 혼합용융염에서의 부식은 Goebel 등이 

제시한 필름상 Na2SO4 용융염에 의한 Ni기 초합금의 가속산화와 원리적으

로 같은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1) Na2SO4 용융염에 의한 가속산화와는 달리 Cr2O3는 용해되고 그와 

다른 LiCrO2 가 석출되었다.

    2) Na2SO4 용융염에 의한 가속산화에서는 산화물이온, O
2-의 활동도가 

낮기 때문에 합금중의 Cr 농도를 높이면 가속산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LiCl-Li2O 혼합용융염에서는 Cr 농도가 높은 More 1, Super 22H가 Incoloy 

800H, 스테인레스 강보다 부식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Cr 농도가 

높은 기존의 거의 모든 내열합금은 LiCl-Li2O 혼합용융염 취급장치 구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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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는 부적합하며, 새로운 혼합용융염 부식 억제형 합금의 개발이 필수적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부식특성을 조사한 합금중에서 내식성이 비교적 좋

은 Incoloy 800H의 조성(Fe-32Ni-22Cr)을 기준으로 Cr 농도를 변화시킨 3

원계(Fe-Ni-Cr) 합금과 2원계(Fe-Ni) 합금의 부식거동과 부식기구에 대하

여 고찰하 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실험용 합금들은 스테인레스 강(Type 304L, 316L), 내

열합금강(More 1, Super 22H), 초합금강(Incoloy 800H, Inconel 600, Inconel 

601, Hastelloy C-276) 등이다. 또한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자체 제작한 

KSA(Kaeri Superalloy) series이며, KSA형 합금은 Ni과 Cr 농도를 변화시

켜 용융염 부식에 미치는 Ni 및 Cr의 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설계된 합금이다. 이들 합금의 화학조성을 Table 4.14.에 나타냈다.  

    자체 설계한 KSA형 합금은 진공유도로에서 용해한 후 1,000 ∼ 1,200℃ 

온도범위에서 열간 압연 후 1,050℃에서 1시간동안 열처리한 판상이다. 부식

시험은 실험실적 고온부식 시험방법 중의 하나인 도가니시험(crucible test)

방법을 이용하 다. 시편의 크기는 15(W) x 20(H) x 2.5 mm(T)이며, 부식

시험 직전에 에머리 페이퍼 1200까지 연마하여 증류수와 아세톤으로 탈지시

킨 후 건조시켜 시편으로 사용하 다. 용융염 LiCl과 혼합 용융염 LiCl-25% 

Li2O를 각각 22g씩 도가니에 넣고 시편을 완전 침적시켜 부식시험을 행하

다. 부식환경온도는 650, 750 및 850℃를 선택하 으며, 부식시간은 25 ∼ 75 

시간에서 시험을 행하 다. 시험 종료 후 KSA-1, 2, 3, 4 및 KSA-5는 10% 

H2SO4 용액, KSA-6, 7 및 KSA-8, 스테인레스 강, 내열합금강, 초합금강은 

10% HNO3 용액으로 초음파 세척하여 부식물을 제거하고 증류수와 아세톤

으로 세척한 후 건조시켜 무게변화를 측정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합금들은 도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단위면적당 

무게변화를 부식속도로 표시하 다. 부식생성물의 분석, 미세조직 관찰을 위

해 전자현미경, X선 회절분석기 및 EPMA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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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4. Chemical composition of alloys

Alloy
Chemical composition (wt.%)

C Fe Ni Cr Si Mn S Mo Co W

Type 304L 0.023 Bal 9.85 17.84 0.50 1.07 0.004 0.11 - -

Type 316L 0.023 Bal 12.05 17.19 0.60 0.81 0.003 2.29 - -

More 1 0.52 Bal 35.8 25.0 0.39 0.45 - - - 1.48

Super 22H 0.53 Bal 43.6 24.7 0.73 0.65 - - 2.7 5.09

Incoloy 

800H
0.079 Bal 31.34 21.82 0.53 1.07 0.006 - - -

Inconel 600 0.07 9.49 73.66 16.30 0.21 0.20 0.002 - - -

Hastelloy 

C-276
0.006 5.25 59.24 15.58 0.052 0.40 0.001 15.48 0.13 3.84

KSA-1 <0.03 Bal 20 - <0.5 <0.5 <0.03 - - -

KSA-2 〃 〃 26 〃 〃 〃 〃 - - -

KSA-3 〃 〃 35 〃 〃 〃 〃 - - -

KSA-4 〃 〃 47 〃 〃 〃 〃 - - -

KSA-5 〃 〃 71 〃 〃 〃 〃 - - -

KSA-6 〃 〃 36 8 〃 〃 〃 - - -

KSA-7 〃 〃 32 29 〃 〃 〃 - - -

KSA-8 〃 〃 27 18 〃 〃 〃 - - -

SA-1 <0.08 〃 25.56 6.46 0.08 〃 〃 - - -

SA-2 〃 〃 25.69 7.08 1.84 〃 〃 - - -

SA-3 〃 〃 25.69 7.05 2.43 〃 〃 - - -

SA-4 〃 〃 26.01 7.28 2.5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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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가. 스테인레스 강

  (1) 부식속도

      650∼850℃ 부식환경온도의 용융염, LiCl에서 25시간 부식시험 후 측

정한 시편의 무게변화와 부식환경온도의 관계를 Fig. 4.62.에 나타내었다. 

Fig. 4.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식속도는 Type 316L이 Type 304L 보다 느

린 것으로 나타났다.

    Fig. 4.63.에 혼합용융염, LiCl-Li2O 분위기에서 부식시험 결과를 나타내

었다. Fig. 4.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Type 316L과 Type 304L은 750℃ 이상

에서 온도 증가에 따른 부식속도의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Fig. 4.62.와 4.63.을 비교해 보면 650℃에서 두 용융염 분위기에서 부식

속도의 차이는 적으나 온도의 증가에 따라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부식

속도가 급속히 증가하여 850℃에서는 LiCl에서보다 5배 정도 빠른 부식속도

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온에서 합금의 부식속도에 미치는 Li2O의 

향은 작고 온도가 높을수록 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Fig. 4.62. Weight loss of the alloys   Fig. 4.63. Weight loss of the alloys

in molten LiCl salt for 25 hours,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for 25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hour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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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64.는 부식환경온도 750℃의 용융염, LiCl에서 Type 304L, Type 

316L의 부식에 의한 무게변화와 부식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Fig. 

4.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부식속도는 포물선 법칙을 따르며, 이것은 

부식층이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50]. 이는 Fig. 4.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식층의 보호막 역할로 인하여 부식속도가 느린 것을 알 수 있

다.

   Fig. 4.65.는 부식환경온도 750℃의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Type 

304L, Type 316L의 부식에 의한 무게변화와 부식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

이다. Fig. 4.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Type 304L과 Type 316L의 부식에 의

한 무게 변화는 25시간 경과 후에는 완만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

식생성물이 다공질적 비보호성 피막을 적게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Fig. 4.64. Weight loss of the alloys    Fig. 4.65. Weight loss of the alloys

in molten LiCl salt at 750℃, as a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function of time.                      750℃, as a function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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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66.은 혼합용융염에서 Li2O 농도를 변화시켜 25시간 부식시험에 

의한 부식속도와 Li2O 농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750℃에서 혼합용융염

중 Li2O 농도의 증가에 따라 약 5%까지는 부식속도가 증가하지만, 그 이상

에서는 부식속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50℃에서 부

식속도는 Type 316L보다 Type 304L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Fig. 

4.63.의 750℃에서 부식속도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 4.66. Effect of Li2O concentration on the weight loss of the alloys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750℃ for 25 hours.

  (2) 부식층의 특성

      Fig. 4.67.은 750℃에서 25시간 부식시험한 Type 304L 시편표면의 X-

선 회절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용융염, LiCl에서의 부식물은 규칙화된 암염구

조(ordered rock salt structure)를 가진 LiMO2(M은 금속원소, LiCrO2 혹은 

LiNiO2)로 판명되었다. 혼합염, LiCl-Li2O에서의 부식물의 X-선 회절 피크는 

LiMO2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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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7.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oxides of Type 304L specimen 

corroded in molten salts at 750℃ for 25 hours, (a) LiCl, (b) 

LiCl-Li2O. 

    Fig. 4.68.은 750℃, 25시간 부식시험 후 Type 304L 시편의 단면 SEM 

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용융염, LiCl에서는 부식층과 모재의 계면이 평면이고 

부식층이 외표면으로 성장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한편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는 부식층의 외표면이 평면이고 모재와의 계면이 성장하는 면

으로 나타났다. Fig. 4.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Type 304L의 혼합용융염 부

식층에는 입계 중심으로 대칭같은 합금의 조직이 남아있었다. 

Fig. 4.68.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cross section of Type 304L 

specimen corroded in molten salts at 750℃ for 25 hours,

          (a) LiCl, (b)LiCl-Li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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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69.에 Type 304L의 750℃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75시간 부

식시험에 의해 형성된 부식층의 SEM 조직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다공

성 피막의 특징을 나타내지만, 부식층의 가운데에 기공이 적고 비교적 치

한 부분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수한 부식층 구조의 원인은 

해명할 수 없지만, 이것이 스테인레스 강의 특수한 부식거동과 접한 관련

이 있다고 추정된다. 즉 Fig. 4.65.에서 스테인레스 강은 전체적으로 직선에 

가까우나 장시간(50, 75시간) 부식 자료가 직선법칙에서 벗어나 약간 포물선

적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부분적으로 비교적 치 한 부식층의 형성에 기인

한다고 생각된다.  

Fig. 4.69.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cross section of Type 304L 

specimen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750℃ for 

25 hours.

 나. 내열합금강

  (1) 부식속도

      650 ∼ 850℃ 부식환경온도에서 LiCl 용융염과 Li2O를 25 wt.% 첨가

한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25시간 부식시험 후 측정한 시편의 무게변화

와 부식환경온도의 관계를 Fig. 4.70.에 나타내었다. Fig. 4.70.에서 세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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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1) 용융염, LiCl에 의한 부식에 비해 Li2O를 25 

wt.% 첨가한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부식속도가 훨씬 빠르게 나타났다. 

2) 두 부식환경에서 온도증가에 따라 모두 부식속도가 증가하지만 용융염, 

LiCl에서 보다 혼합용융염에서 온도증가에 따른 부식속도의 증가가 크고, 

특히 750℃ 이상에서 부식속도가 급격히 증가하 다. 3) 두 부식환경에서 

Super 22H가 More 1보다 무게손실이 낮게 나타났고, 특히 혼합용융염에서 

Super 22H가 More 1보다 좋은 내식성을 나타내었다. 

    750℃에서 각각 10, 25, 50, 75시간 부식시험에 의한 시편의 무게변화와 

부식시간의 관계를 Fig. 4.71.에 나타내었다. 용융염, LiCl에서는 초기에 부

식속도가 빠르고 약 25시간 이후 곡선의 기울기가 둔화되기 시작하 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무게변화는 포물선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부식층이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50]. 한편 혼합용융

염, LiCl-Li2O에서는 무게변화가 시간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하 으며, 이

것은 다공질적 부식층이 형성되어 보호막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

한다[50].

                                   

Fig. 4.70. Weight loss of the alloys    Fig. 4.71. Weight loss of the alloys  

in molten salts of LiCl and LiCl-      in molten salts of LiCl and LiCl-

Li2O for 25 hours, as a function of     Li2O at 750℃,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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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72.는 혼합용융염에서 Li2O 농도를 변화시켜 25시간 부식시험에 

의한 부식속도와 Li2O 농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750℃에서 혼합용융염

중 Li2O 농도의 증가에 따라 약 5%까지는 부식속도가 증가하지만, 그 이상

에서는 부식속도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00℃에서는 Li2O 

농도 약 18%까지 부식속도가 증가한 후 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용융염에서 산화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산화물이온 O2-임을 고려할 

때[51], Fig. 4.72.의 결과는 750℃에서 Li2O 농도 5%까지는 Li2O의 농도의 

증가에 따라 O2- 농도가 증가하여 부식속도가 증가하지만 Li2O의 농도가 

5%를 초과하면 O2-의 농도는 증가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부식속도가 증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온도가 증가하면 Li2O의 해리도가 증가

하기 때문에 부식속도에 미치는 Li2O의 향이 높은 농도까지 유지된다고 

생각된다. Fig. 4.70.에 나타난 혼합용융염에서 온도의 증가에 따른 부식속도

의 증가가 크고, 750℃이상에서 부식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온도의 

증가에 따른 확산속도, 반응속도의 증가에 의한 부식속도의 증가와 Li2O 해

리도의 증가에 의한 부식속도의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4.72. Effect of Li2O concentration on the weight loss of More 1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for 2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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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2) 부식층의 특성

      Fig. 4.73.은 750℃에서 25시간 부식시험한 More 1과 Super 22H 시편

표면의 X선 회절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용융염, LiCl에서의 부식물은 규칙

화된 암연 구조(ordered rock salt structure)구조를 가진 LiMO2 (M은 금속

원소, LiCrO2 혹은 LiNiO2)로 판명되었다. 혼합염, LiCl-Li2O에서의 부식물

의 X-선 회절 피크는 위의 LiMO2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었으며, 회절결

과는 Li2Ni8O10 (LixNi2-xO2)로 판명되었다[52]. 

 Fig. 4.7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oxide scales on More 1 and  

Super 22H specimens in molten salts at 750℃ for 25 hours, 

(a) More 1, LiCl, (b) More 1, LiCl-Li2O, (c) Super 22H, LiCl, 

(d) Super 22H, LiCl-Li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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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 4.74.는 용융염, LiCl에서 750℃, 25시간 부식시험 후 More 1 시편

의 단면 SEM조직과 원소 mapping을 나타낸 것이다. 표면 부식층은 Cr과 

O 농도가 높고 Ni과 Fe 농도는 무시할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를 Fig. 4.73.의 X선 회절결과와 연계해 보면 부식물이 LiCrO2임을 알 수 

있다. 

Fig. 4.74. Elemental distributions in the oxide scales on More 1       

specimen in molten LiCl salt at 750℃ for 25 hours, (a) SEI, 

(b) Fe, (c) Cr, (d) Ni, (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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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 4.75.는 750℃, 혼합용융염(LiCl-Li2O)에서 25시간 부식시험 후 

More 1 시편의 단면 SEM조직과 원소 mapping을 나타낸 것이다. Fig. 4.7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식층에 산소농도가 높고 Cr과 Ni은 모재와 거의 같

으며, 모재-부식층 계면에서의 Fe 농도는 모재의 Fe 농도와 같고 계면에서 

외표면으로 Fe의 농도가 점차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Fig. 4.71.의 X선 회절결과와 연계해 보면 부식물은 Lix(Cr,Ni,Fe)2-xO2로 표

기할 수 있다. 또한 Super 22H에서도 More 1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4.75. Elemental distributions in the oxide scales on More 1      

specimen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750℃ for 25 

hours, (a) SEI, (b) Fe, (c) Cr, (d) Ni, (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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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O2는 Li염과 금속이 반응하거나 Li2O와 M2O3가 고체상태에서 반응

하여 형성된다. 본 실험과 관련된 LiCrO2[53], LiNiO2[54] 및 650
oC이상에서 

존재하는 α-LiFeO2의 결정구조와 격자상수[55]를 보면, LiCrO2와 LiNiO2는 

결정구조가 같고 격자상수도 근사함으로 Cr과 Ni은 Li(Cr,Ni)O2를 형성할 

수 있으며 그 중 Cr과 Ni은 비례적수치에 제한이 없는 완전고용이 가능하

다. 그러나 LiFeO2는 결정구조와 격자상수가 LiCrO2와 다르므로 Fe은 

LiCrO2중의 Cr을 무제한 치환할 수 없고 제한된 용해도를 갖게된다. 문헌들

[53,54]에는 LiCrO2중 Fe의 용해도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Li2O와 M2O3의 고체상태반응으로 형성된 LiCr1-xFexO2는 Fe의 농도의 증가

에 따라 격자상수가 증가하여 x=0.7에서 결정구조가 LiCrO2의 육방정

(hexagonal)에서 LiFeO2의 입방(cubic)으로 변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3], 본 실험재료와 유사한 Fe-25%Cr-20%Ni 합금의 Li2CO3 - K2CO3 혼

합용융염 부식에 의해 형성된 LiMO2에는 Fe와 Cr이 서로 용해되지 않고 

각각의 산화물로 형성되었다[54]. 이와같이 산화물의 형성조건에 따라 

LiCrO2중 Fe의 용해도가 다른 것에 대해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650℃, 혼합용융염(LiCl-Li2O)에서 형성된 More 1 시편의 산화층의 Fe, 

Cr 및 Ni 농도를 EPMA로 정량분석한 결과를 Fig. 4.76.에 나타내었다. Fig. 

4.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과 Ni 농도는 모재중의 농도와 같으며, 전 산화

층에 균일하게 분포되었다. 이것은  LiMO2중에 Cr과 Ni의 비례적 수치에 

제한이 없으므로 산화층이 내부로 성장할 때 Cr과 Ni은 이동하지 않고 그

대로 산화물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모재-산화층 계면에서의 

Fe 농도는 모재의 Fe 농도와 같으나 계면에서 외부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화물이 처음 형성될 때 모재의 Fe가 전부 산화물에 

이전하지만 Fe 농도가 높은 산화물은 불안정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Fe가 

용융염으로 용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Fe의 용출은 산화층의 

압축응력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LiMO2는 원소 Li를 포함한 산화물이

므로 산화물 형성시 체적의 증가로 산화물이 내부로 성장 할 때 산화층에 

압축응력이 형성된다[52]. 한편 LiMO2의 격자상수는 Fe의 농도의 증가에 따

라 증가[53]하기 때문에 Fe의 농도가 높은 LiMO2는 압축응력하에서는 불안

정하여 Fe가 용출되고 압축응력이 완화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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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6.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is of Fe, Cr and Ni 

contents(wt.%) in the oxide scale on More 1 specimen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650℃ for 25 hours.

    Fig. 4.77.은 750℃, 25시간 부식시험 후  More 1 시편의 단면 SEM조

직을 나타낸 것이다. 용융염, LiCl에서는 부식층과 모재의 계면이 평면이고 

부식층이 외표면으로 성장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한편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는 부식층의 외표면이 평면이고 모재와 계면이 성장하는 면으

로 나타났다. 

    Fig. 4.78.은 두 부식환경에서 형성된 부식층의 단면을 확대한 SEM조직

이다. 용융염, LiCl에서 형성된 부식층은 기공 등 결함이 없는 치 한 보호

막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한편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형성된 부식층은 

다결정체구조를 나타내며 결정립내부는 치 하나 결정립 사이에 기공이 형

성되어 다공성 피막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또한 산화물 결정립은 다소 

dendrite 형태를 나타내며 액상에서 석출되어 나온 것 같이 보인다. 이와같

이 두 부식환경에서 형성된 산화물은 Li, Cr, Ni, 및 Fe의 농도가 약간 다를 

뿐 결정구조가 같은 산화물이지만 성장방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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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b)

Fig. 4.77.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cross sections of More 1   

specimen in molten salts of (a) LiCl and (b) LiCl-Li2O at 75

0℃ for 25 hours.

Fig. 4.78.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cross sections of More 1   

specimen in molten salts of (a) LiCl and (b) LiCl-Li2O at 75

0℃ for 2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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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l은 산소를 포함하지 않고 대기중의 산소의 용해도는 극히 낮으므로

[56] 용융염의 산화성은 NO3
-, CO3

2-, SO4
2-, H2O 등 소량의 산화성 불순물

의 농도에 의해 결정된다[51,57]. 이러한 산화성이 비교적 약한 환경에서는 

합금중 가장 산화되기 쉬운 Cr 원소가 선택적으로 산화되어 LiCrO2로 형성

된 치 한 보호막은 합금과 부식환경의 접촉을 차단하여 합금중의 Cr이 피

막을 통해 외부로 확산하여 부식환경과 부식반응이 계속되며 피막은 그의 

외표면에서 성장한다.  LiCl에 Li2O를 25 wt.% 첨가하면 O
2-의 농도가 급증

하여 혼합용융염은 강한 산화성을 갖게 되고, 합금중의 Fe, Cr, Ni이 동시에 

산화되어 LiMO2을 형성하고 산화속도도 크게 증가한다. 혼합용융염에서 다

공성 피막이 형성되는 원인은 본 실험결과로 보아 산화물이온(Oxide ion) 

O2-의 증가에 따른 염기성 용해(basic fluxing)[37,38] 기구에 기인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염기성 용해 기구에 의하면 O
2-의 농도가 높은 용융염에서는 

O2-가 산화초기에 형성된 산화물과 반응하여 산화물이 일단 용융염에 용해

되었다가 합금표면에서 다시 산화물의 결정립으로 재석출되며, 이러한 현상

이 반복되어 다공성 피막이 내부로 성장한다. 본 실험에서 산화물 결정립이 

dendrite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혼합용융염에서 반복되는 재석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산화물의 재석출은 국부적 산화물이온 활동도의 감소와 관

련되며[38], 본 실험조건에서 이러한 산화물이온 활동도의 국부적감소의 원

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염기성 용해 기구외에 산

화물에서 Fe의 용출도 다공성 피막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LiMO2의 화학당량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LiFeO2의 형태로 Fe이 용출하므로

[53] Fig. 4.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 wt.%에서 14 wt.%까지의 Fe 농도감

소는 현저한 체적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결정립의 체적감소는 결정

립 사이의 기공이 크게 형성하게 된다. 

 다. 초합금강

  (1) 부식속도

      Fig. 4.79.에 각 합금의 용융염 LiCl에서 25 시간 부식시험에 의한 무

게변화를 나타내었다. 부식속도는 Incoloy 800H와 Hastelloy C-276이 가장 

느리고 Inconel 600의 순으로 부식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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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속도는 1.5 μm/h 이하로 낮은 편이다. 

    Fig. 4.80.에 이들 합금의 혼합용융염 LiCl-Li2O 분위기에서의 부식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Incoloy 800H 합금의 부식속도가 가장 느리고, Inconel 

600과 Hastelloy C-276의 부식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아 Fe기 합금이 Ni기 

합금보다 내식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Inconel 600과 성분은 비슷

하나 Mo과 W의 농도가 높은 Hastelloy C-276의 부식속도가 훨씬 빠른 것

으로 보아 Mo와 W는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합금의 부식을 가속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79. Weight loss of the alloys   Fig. 4.80. Weight loss of the alloys

corroded in molten LiCl salt for 25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

hour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Li2O for 25 hours

    Fig. 4.79.과 4.80.을 비교해 보면 650℃에서 두 용융염 분위기에서 부식

속도의 차이는 적으나 온도의 증가에 따라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부식

속도가 급속히 증가하여  850℃에서는 LiCl에서보다 4 ∼ 10배 빠른 부식속

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온에서 합금의 부식속도에 미치는 Li2O

의 향은 작고 온도가 높을수록 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또한 More 1과 

Super 22H의 부식시험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48]. 이는 염기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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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반응에 참여하는 것이 Li2O가 해리되어 형성된 산화물이온 O
2-이며, Li2O

의 해리도가 저온에서 낮고 온도증가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

된다.

    Fig. 4.81.에 용융염 LiCl에서 Incoloy 800H와 Inconel 600의 부식에 의한 

무게변화와 부식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두 합금의 부식속도는 포물선 

법칙을 따르며, 이것은 부식생성물이 치 한 보호막을 형성함을 의미한다. 

    Fig. 4.82.는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두 합금의 부식속도의 시간의존

성을 나타낸 것이다. 두 합금의 부식에 의한 무게변화는 시간에 따라 직선

적으로 증가하 으며, 이는 부식생성물이 다공질적 비보호성 피막을 형성하

는 것을 의미한다. 다공성 피막의 경우 용융염이 기공을 통해 쉽게 부식층/

합금의 계면으로 이동하여 합금과의 반응으로 부식층은 계면에서 합금쪽으

로 성장한다[48,54].

Fig. 4.81. Weight loss of the alloys    Fig. 4.82. Weight loss of the alloys

corroded in molten LiCl salt at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

750℃, as a function of time.         Li2O at 750℃, as a function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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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식층 특성

      용융염 LiCl과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750℃, 25 시간 부식시험한 

Inconel 600 시편표면의 X선회절 분석결과를 Fig. 4.83.에 나타내었다. LiCl

에서의 부식층은 LiCrO2로 판명되었으며, Ni의 피크도 나타났으나 그것은 

표면산화층이 얇기 때문에 피막내부 합금의 회절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에 사용한 모든 합금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LiCl-Li2O에서

의 부식층은 LiCrO2, Ni 및 소량의 NiO의 혼합물로 판명되었다. 기타 Ni기 

합금에서도 Inconel 600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Fe기 합금에서는 

LiCrO2와 Ni의 혼합물로 나타났으며, NiO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실험범위

내에서 합금원소농도 변화는 부식생성물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화물에 의한 활동적 산화에서는 Fe2O3와 Fe3O4이 형성되지만, 본 실

험에서 형성된 것이 Fe의 산화물이 아니고 또한 치 한 보호막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본 실험에서는 활동적 산화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

으로 추정된다. 

                  (a)                              (b)

Fig. 4.8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oxide scale on Inconel 600 

specimen corroded in molten salts at 750℃ for 25 hours, (a) LiCl, 

(b) LiCl-Li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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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84.에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750℃, 25 시간 부식시험한 

Inconel 600의 부식층의 SEM조직을 나타내었다. 부식층은 흰색과 어두운색

의 2상조직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4.84.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cross section of Inconel 600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750℃ for 25 

hours.

    Fig. 4.85.는 2상조직에 대한 EPMA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흰색의 

상은 Ni이고 어두운 색은 Cr과 O 농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LiCrO2임을 알 

수 있다. 모재와의 계면부근의 부식층에는 Ni의 입자가 작고 함량도 적으며, 

Ni과 산화물 사이에 기공이 잘 보이지 않으나, 외표면으로 갈수록 Ni의 입

자가 크고 함량도 많으며 Ni과 산화물 사이에 기공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

었다. 

    Fig. 4.86.에 Hastelloy C-276의 혼합염 부식층의 SEM조직을 나타내었

다. 부식층은 2상 구조를 나타내었으며, Ni과 산화물 사이에 기공이 선명하

게 형성되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식층이 산화물과 Ni의 2상 구조를 형성

하는 원인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하

나는 Cr이 우선적으로 산화되기 때문에 Cr 산화물 주위에 Cr 이 고갈되어 

Ni 농도가 높은 역이 형성되고, Ni은 부식속도가 사용된 합금보다 느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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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85. X-ray line scan of the scale on Inconel 600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750℃ for 25 hours, (a) Cr, (b) Ni, 

(c)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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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6.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cross section of the oxide 

scale on Hastelloy C-276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750℃ for 25 hours.

때문에 Cr 산화물에 끼여 부식층에 남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반응초기에 산화물 Li(Cr,Ni)O2가 형성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산화물에서 Ni이 석출되어 산화물과 Ni의 2상 구조를 형성한다. 이 경우 Ni

의 도(8.9 g/cm3)가 LiMO2의 도(4.81 g/cm3)[54]보다 크기 때문에 Ni의 

석출 시 Ni과 산화물 사이에 기공이 형성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두 가지 

가능성에서 어느 것이 실제로 작용하는 기구인지는 앞으로 더욱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Fig. 4.87.에 Incoloy 800H 합금의 혼합용융염 SEM조직을 나타내었다. 

부식층의 형태는 Fig. 4.85.의 Inconel 600과 유사한 2상 조직을 나타내었으

며, EPMA 분석결과 이들 2상은 각각 LiCrO2와 Ni-Fe 고용체로 판명되었

다. Fig. 4.84., 4.86. 및 4.87.을 비교해 보면 Ni기 합금에서 Ni의 입자가 크

고 석출된 함량도 많으며, Ni 입자와 산화물 사이의 기공도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의 부식은 산화물 이온 O
2-에 의한 염기성 용

해(basic fluxing)기구에 의해 진행됨을 제시하 다[48]. Na2SO4에 의한 가속

산화의 염기성 용해 기구에 의하면 염기성 용해는 합금과 용융염의 반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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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7.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cross section of Incoloy 800H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750℃ for 25 hours.

의해 합금과 용융염의 계면에서 주 합금원소가 산화됨으로서 시작되며 산화

에 의해 생긴 산화물층의 부근에 있는 용융염에는 산소활동도가 낮아지므로 

S의 활동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합금내부에 황화물이 생성된다. 황화물의 

생성에 따라 용융염내의 S 농도는 낮아지며 산화물이온의 활동도는 높아지

게 되어 시편에 형성된 산화물 NiO 보호막이 O
2-와 반응하여 NiO2

2-
가 생성

된다. 생성된 이온은 다시 합금과 용융염 경계면에서 확산되어 나오며, 산화

물이온의 활동도가 낮은 역에 도달하게 되면 NiO로 다시 석출되는 두 단

계 과정으로 부식층이 성장한다[37,38]. 본 시험에서는 혼합용융염 

LiCl-Li2O중 염기성산화물 Li2O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산화물 이온 O
2-의 

활동도가 높아 합금표면의 Cr2O3과 O
2-가 반응하여 보호막을 용해시켜 부식

속도가 LiCl에서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염기성 용해기구에 

의해 형성되는 다공성 산화물에서 Ni의 석출에 의한 2차 기공이 형성되며, 

이러한 2차 기공은 부식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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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금원소의 향

      본 시험에서 사용한 Fe기 합금에는 Cr과 Ni이 합금원소로 첨가되었

고, Ni기 합금에는 Cr, Fe, Mo, W 등이 첨가되었다. 이러한 합금원소의 

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혼합용융염에서 이들 순금속의 부식속도를 측정

하여 그 결과를 Fig. 4.88.에 나타내었다. 650oC에서는 이들 각 금속의 부식

속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750oC와 850oC에서는 Ni, Fe 및 Mo의 부식속

도가 느리고, Cr과 W의 부식속도는 빠르게 나타났다. 용융염 Na2SO4에서 

각종 금속산화물의 용해도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NiO, Fe2O3, Cr2O3의 순

서로 염기성 용해에서 금속산화물의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9∼43]. 본 시험에서 순 금속들의 부식속도는 Mo을 제외하면 금속산화물의 

염기성 순서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Fig. 4.88. Corrosion thickness of Fe, Ni, Cr, Mo and W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for 25 hour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 206 -

    한편 Ni 순금속의 내식성은 높지만 Ni기의 Inconel 600과 Hastelloy 

C-276의 부식속도가 Fe-base 합금보다 빠른 것으로 보면 합금의 내식성은 

구성원소의 내식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시험에서 사

용한 합금은 모두 16% 이상의 높은 Cr 농도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합금이나 산화초기에 표면에 주로 Cr2O3와 NiCr2O4 등의 산화물이 형성되고

[50] NiO나 Fe2O3이 형성되지 않거나 형성되어도 형성량이 적기 때문에 합

금의 부식속도가 NiO, Fe2O3의 염기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시험에서 나타난 부식층은 산화물과 Ni의 2상구조이며 산화물과 Ni 

사이에 기공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합금중 Ni의 함량이 높을수록 

기공이 많이 형성될 것이며, 이러한 기공들을 통하여 용융염이 쉽게 합금/

부식층 계면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Ni기 합금의 부식속도가 Fe기 합금보다 

빠르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Hastelloy C-276은 Inconel 600에 비해 Mo과 W의 함량이 높고 기타 

성분은 거의 같다. 따라서 Hastelloy C-276의 부식속도가 현저히 빠른 것으

로 보아 Mo와 W는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내식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Mo와 W의 이러한 작용은 고온에서 형성되는 MoO3와 WO3는 

염기성이 강한 Li2O와 쉽게 반응하여 용융염으로 용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Fig. 4.89.의 Hastelloy C-276 부식층 원소분포의 측정 결과를 보아 부

식층의 Mo 농도가 모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이러한 Mo의 용출로 해

석할 수 있다. Na2SO4에 의한 가속산화의 경우 합금 중에 특정한 원소들에 

의해서 부식이 주도되는 alloy induced acidic fluxing이 있는데, 이는 Mo, 

W, V 등의 원소를 포함한 합금의 부식기구로 제안되었으며, 이들 합금의 

부식에서는 MoO3, WO3, V2O5 등이 용융염과 반응하여 용융염내의 산화물

이온의 활동도를 현저히 감소시키며, 결과적으로 산화물 Cr2O3 보호막은 산

성화 된 용융염(oxide-modified melt)내에서 용해되어 다공성이며 비보호적

이 된다. 이러한 산성 용해(acidic fluxing)는 부식반응이 자발적으로 지속된

다는 점과 합금에 소량의 용융염이 부착되어도 염기성 용해에 비하여 부식

속도가 수십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8]. 그러나 본 실험의 LiCl-Li2O 

용융염은 LiCl에 염기성산화물을 첨가한 것으로 산-염기 평형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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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않으므로 MoO3와 WO3의 염기성 용해에 의해 부식속도가 증가하지만, 용융

염의 산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용융염 Na2SO4에서와 같은 산화속도의 

수십배 정도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에 사용한 

합금의 Cr 농도에는 큰 차이가 없어 합금의 부식에 미치는 Cr의 향에 대

해 고찰하지 않았다.

Fig. 4.89. Elemental distributions of the oxide scale on Hastelloy     

C-276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750℃ for 

25 hours, (a) SEI, (b) Ni, (c) Cr, (d) Mo, (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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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Fe-base 합금강

  (1) Cr을 포함하지 않은 Fe-base 합금강

   (가) 부식속도

        Fig. 4.90.은 650, 750 및 850℃, 용융염 LiCl에서 25시간 부식시험에 

의한 KSA-1, 2, 3, 4 및 5의 무게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4.9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금중의 Fe 농도가 높을수록 부식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Fig. 4.91.에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650, 750 및 850℃, 25시간 부식

시험에 의한 시편의 무게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4.90.의 LiCl에서의 결과와 

반대로 Fe 농도가 낮을수록 부식속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4.90.과 4.91.을 비교해 보면 두 용융염 분위기에서 온도의 증가에 따라 

부식속도가 증가하 으며, 특히 750℃ 이상에서 부식속도가 급속히 증가하

다. 850℃ 분위기에서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부식속도는 용융염 LiCl

에서보다 2∼20배 빠른 부식속도를 나타내었다.

Fig. 4.90. Weight loss of the alloys   Fig. 4.91. Weight loss of the alloys

corroded in molten LiCl salt for 25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

hour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Li2O for 25 hour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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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92.는 750℃ 용융염 LiCl에서 각 합금의 무게변화와 부식시간과

의 관계이다. 부식속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둔화되어 포물선법칙에 가까

운 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4.93.은 750℃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각 합금의 무게변화와 부

식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Fig. 4.93.에서 보는 바와 같이 KSA-1, 

2, 3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식속도가 둔화되는 포물선법칙에 가까운 변화

를 나타내었고, KSA-4와 5의 부식속도는 직선법칙을 따른 것을 알 수 있었

다. 

Fig. 4.92. Weight loss of the alloys    Fig. 4.93. Weight loss of the alloys

corroded in molten LiCl salt at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

750℃, as a function of time.        -Li2O at 750℃, as a function of time.

  (나) 부식층의 특성

       Fig. 4.94.에 KSA-3과 5의 용융염 LiCl에서 750℃, 25시간 부식시험

한 시편들의 단면조직을 나타내었다. Fig. 4.9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합금표

면에 연속적인 부식층이 형성되는 전면부식은 발생하지 않고 부식생성물의 

입자가 합금표면 부근에서 석출하는 내부산화와 비슷한 국부부식이 발생하

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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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4. Microstructures of KSA-3 and KSA-5 corroded in molten LiCl 

salt at 750℃ for 25 hours, (a) KSA-3, (b) KSA-5.

    Fig. 4.95.는 Fe-Ni 2원계 합금에서 어느 성분이 부식되는지 알기 위해 

KSA-3 합금의 시편표면에서 matrix까지 원소 정량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시편표면 부근에서는 Fe 농도가 감소하고 Ni 농도가 상대적으로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4.96.에 KSA-3의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750℃, 25시간 부식시

험한 시편의 단면조직과 Fe 원소의 선분석결과를 나타냈다. KSA-3은 혼합

용융염 LiCl-Li2O에서도 국부부식이 발생하 으며, 부식층에 Fe의 평균농도

가 matrix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국부부식 경우 부식생성물이 

극히 적기 때문에 X-선 회절결과는 matrix 피크뿐이어서 부식생성물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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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없었으나 합금표면 부근에 Fe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Fe-Ni 합금에서는 Fe이 선택적으로 부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95.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is of Fe and Ni content(wt.%) in 

the subscale on KSA-3 corroded in molten LiCl salt at 750℃ 

for 25 hours.

                   

                   

                   

                   

         

Fig. 4.96. Microstructure and X-ray line scan of Fe of KSA-3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750℃ for 2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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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97.에 KSA-5의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850℃, 25시간 부식시

험한 시편의 단면조직과 Fe, Ni, O 원소의 선분석결과를 나타냈다. 전면부

식이 발생하 으며 부식층은 용융염/합금 계면에서 합금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소 분석결과에서 부식물은 Fe과 O의 농도가 높은 것으

로 보아 Fe의 산화물이며 산화물이 성장함과 동시에 부식되지 않는 Ni rich 

matrix 성분이 산화물에 포위되어 부식층은 2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97. Microstructure and X-ray line scan of the scale of KSA-5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850℃ for 25 hours, 

(a) Ni, (b) Fe, (c)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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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식시편을 10% H2SO4용액으로 세척하여 시편에서 떨어져 나온 부식

물의 X-선 회절 분석결과를 Fig. 4.98.에 나타냈다. Fig. 4.9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부식물은 LiFeO2로 판명되었다.

Fig. 4.98.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precipitated oxide scale on 

KSA-5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750℃ for 

25 hours.

    이상의 결과에서 Fe-Ni 합금의 부식특성은 Cr 농도가 높은 기존 내열

합금의 부식과 크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용융염 LiCl

에서 Cr 농도가 높은 합금은 LiCrO2의 치 한 보호막이 시편표면에 형성되

지만 Fe-Ni 합금에서는 산화피막이 형성되지 않고 Fe의 산화물의 입자가 

시편표면 부근의 matrix에 형성되었다. 그러나 부식속도는 고농도 Cr 합금

과 유사한 포물선법칙에 가까운 변화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Fe-Ni 합

금의 내부산화(internal oxidation) 현상은 대기중 산화에서도 보고되었다

[59]. 대기 중에서는 외부산화층(external scale)이 형성되고 그 아래 matrix

에 산화물 입자가 분포된 내부산화층(subscale)이 형성된다. 산소 분압이 높

은 표면에서는 Fe의 산화속도가 빨라 외부에 연속적 산화층이 형성되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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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층과 합금계면에는 산소 분압이 낮기 때문에 내부산화가 발생한다. 본 실

험에서는 용융염중의 용존 산소 농도가 낮기 때문에 외부산화층이 형성되지 

않고 직접 내부산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Wagner[58]의 내부산화 

이론에 의하면 내부산화속도는 산소의 확산과정에 율속되며 내부산화층의 

두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포물선법칙을 따른다. 또 원리적으로 내부산화

와 똑 같은 Internal Caburization(Cr농도가 높은 합금에서 탄소가 합금 내

부로 확산하여 합금표면 부근에 탄화물 입자를 석출하는 현상)에서는 

Caburization에 의한 시편의 무게변화도 포물선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

났다[60]. 본 실험의 LiCl에서의 부식속도는 이러한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는 Fe 농도가 낮아지고 Ni 농도가 높아질수

록 부식속도가 빨라지며 부식양상도 국부부식에서 전면부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식물은 여전히 Fe의 산화물이므로 Ni은 직접 

부식반응에 참여하지 않지만 반응속도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Ni의 이와 같은 역할의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추가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KSA-5의 부식속도가 직선법칙을 따르며 

LiFeO2의 다공성 피막이 합금내부로 성장하는 현상은 발표한 Fe-Ni-Cr 합

금[61]과 Ni기 초합금[49]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Li2O에 의한 산화물의 염기

성 용해 기구로 설명할 수 있다. 혼합염 LiCl-Li2O에서의 염기성 용해 기구

에 대해서는 발표한 Fe-Ni-Cr 합금[61]에서 크롬산화물에 대해 상세히 기

술하 으며, Fe 산화물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성립된다고 생각된다. 

  (2) Cr을 포함한 Fe-base 합금강

   (가) 부식속도

        Fig. 4.99.는 650, 750 및 850℃ 부식환경온도의 용융염, LiCl에서 

25시간 부식시험에 의한 KSA-6, KSA-7 및 KSA-8의 무게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4.9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식속도는 KSA-6, KSA-8, KSA-7

의 순으로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식속도는 0.7∼1.2μm/h이다.  

    Fig. 4.100.에 혼합용융염 LiCl-25%Li2O에서 650, 750 및 850℃ 2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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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시험에 의한 무게변화를 나타내었다. 부식속도는 KSA-6, KSA-8, 

KSA-7의 순으로 부식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식속도는 

3.8∼5.5μm/h이다.

    Fig. 4.99.와 4.100.을 비교해 보면 650℃에서 두 용융염 분위기에서 부

식속도의 차이는 적으나 온도의 증가에 따라 혼합용융염 LiCl-25%Li2O에서 

부식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850℃에서는 용융염 LiCl에서보다 약 5배 빠른 

부식속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온에서 합금의 부식속도에 미치는 

Li2O의 향은 작고 온도가 높을수록 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염기

성 용해반응에 참여하는 것이 Li2O가 해리되어 형성된 산화물이온 O
2-이며, 

Li2O의 해리도가 저온에서 낮고 온도증가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Cr 농도의 증가에 따라 부식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Fig. 4.99. Weight loss of the alloys  Fig. 4.100. Weight loss of the alloys

corroded in molten LiCl salt for 25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

hour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Li2O for 25 hour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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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101.은 부식환경온도 750℃에서 KSA-4와 KSA-5의 부식에 의한 

무게변화와 부식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Fig. 4.10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융염 LiCl에서 각 합금의 부식속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급속히 둔

화되어 parabolic kinetics를 나타내었으며, 혼합용융염 LiCl-25%Li2O에서는 

Cr 농도가 비교적 낮은 KSA-6는 포물선에 가까운 곡선을 나타냈지만, Cr 

농도가 높은 KSA-7는 linear kinetics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Cr 농도

의 증가에 따라 부식기구가 변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4.101. Weight loss of the alloys corroded in molten salts of LiCl and 

LiCl-Li2O at 750℃, as a function of time.

   (나) 부식층의 특성

        Fig. 4.102.는 750℃에서 25시간 부식시험한 KSA-6 시편표면의 X-

선 회절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4.10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식물은 

LiCrO2로 판명되었다.

    Fig. 4.103.은 용융염 LiCl에서 750℃ 25시간 부식시험한 KSA-6 시편의 

단면 SEM조직과 원소의 선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4.10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치 한 보호막이 형성되었으며 표면 부식층은 Cr과 O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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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r 농도가 더 높은 KSA-7와 KSA-8에서도 치

한 보호막이 형성된 것을 관찰하 다. 이러한 결과를 Fig. 4.102.의 X-선 

회절결과와 연계해 보면 부식물이 LiCrO2임을 알 수 있다. 또한 650℃와 

850℃에서도 같은 X-선 회절결과가 나타났다.

Fig. 4.10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oxide scale on KSA-6 

corroded in molten LiCl salt at 750℃ for 25 hours.

Fig. 4.103. Microstructure and X-ray line scan of the scale on KSA-6 

corroded in molten LiCl salt at 750℃ for 25 hours, (a) Cr, (b)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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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104.는 혼합용융염 LiCl-25%Li2O에서 750℃ 25시간 부식시험한 

KSA-6 단면조직과 Cr, O 선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시편 표면부근과 

입계에 따라 부식물이 형성되어 전형적인 내부산화의 양상을 나타냈다. Cr

의 내부산화는 Cr 농도 8% 이하의 Ni-Cr 합금이 대기중 산화에서 외부 

NiO 산화층 아래에 형성되는 것이 관찰된 바 있다[47]. 용융염내의 용존산

소 농도는 대기 중에서 보다는 아주 낮기 때문에 외부 산화층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부식물은 Cr과 O 농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Cr의 산화물임을 

알 수 있으나 생성량이 적어 X-선 회절분석 결과 matrix의 피크만 나타나 

부식물의 분자식을 판명할 수 없었다.

Fig. 4.104. Microstructure and X-ray line scan of the subscale on KSA-6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750℃ for 25 

hours,(a)Cr,(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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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105.에 혼합용융염 LiCl-25%Li2O에서 750℃ 25시간 부식시험 후 

KSA-7 합금 시편의 단면 SEM조직을 나타내었다. Fig. 4.10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부식형태는 다공성의 밝은색과 어두운색의 두가지 상으로 된 피막

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공성 피막이 합금표면에서 내부로 성장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105.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cross section of KSA-7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750℃ for 25 

hours.

    Fig. 4.106.은 혼합용융염 LiCl-25%Li2O에서 750℃ 25시간 부식시험 후 

KSA-7 합금 시편의 EPMA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4.10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밝은색의 상은 Ni이고 어두운색은 Cr과 O 농도가 높은 것으

로 보아 LiCrO2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시편 표면의 X-선 회절분석결과를 

나타낸 Fig. 4.10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식층은 LiCrO2와 Ni이다. 

Fe-Ni-Cr 합금에서는 Cr이 산화되어 LiCrO2를 형성하고 Fe는 용융염으로 

용출하며 나머지 Ni rich(Cr, Fe 고갈) matrix는 산화물에 포위되어 부식층

에 남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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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6. X-ray line scan of the scale on KSA-7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750℃ for 25 hours, (a) Cr, (b) 

Ni, (c)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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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7.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oxide scale on KSA-7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750℃ for 25 

hours.

    이상의 결과에서 용융염 LiCl에서 형성된 부식층은 기공 등의 결함이 

없는 치 한 보호막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치 한 보호막은 용융염과 합금

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부식속도는 보호막을 통한 Cr의 확산에 율속되어, 

Fig. 4.101.의 parabolic kinetics 결과를 보듯이 부식속도가 느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Wagner[58]의 산화이론과 일치한다.

    혼합용융염 LiCl-25%Li2O에서는 Cr 농도가 높은 KSA-7 합금에서는 

LiCrO2와 Ni의 2상 구조로 된 다공성 부식층이 형성되고, Cr 농도가 낮은 

합금에서는 Cr의 내부산화가 발생하 다. 다공성 피막의 경우 용융염이 기

공을 통하여 쉽게 모재와 부식층의 계면까지 이동할 수 있으므로 부식속도

는 계면반응에 율속되어, Fig. 4.101.의 linear kinetics 결과를 보듯이 용융염 

LiCl에 비해 혼합용융염 LiCl-25%Li2O에서는 이들 합금의 부식속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혼합용융염 LiCl-25%Li2O에서 부



- 222 -

식거동이 용융염 LiCl에서 비해 크게 다른 것은 Li2O에 의한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Li2O는 Na2O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강한 염기성산화물이므로 

Li2O에 의해 부식이 가속화되는 현상은 Goebel[37,38]
 등이 Na2SO4에 의한 

가속산화에서 제시한 염기성용해 기구로 설명할 수 있다. 용융염에 용해된 

용존산소에 의해 부식초기에 합금표면에 Cr2O3이 형성된다.

                2Cr  +  3/2O2  =  Cr2O3                         (4.48)

형성된 Cr2O3은 산화물 이온 O
2-(Li2O)와 반응하여 크로움 산염을 형성하여 

용융염에 용출된다. 즉 염기성용해 반응에 의해

               Cr2O3  +  3/2O2  +  2Li2O  =  2Li2CrO4           (4.49)

Cr2O3의 보호성 산화막이 용해되어 용융염은 합금과 직접 접촉하게 되어 부

식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본 실험에서 반응식(4.48)과 (4.49)에 의하여 용

융염 중 산소가 감소하여 합금/용융염 계면 부근의 산소농도가 LiCrO2의 안

정상태로 존재하는 농도까지 감소하면 크로움 산염 Li2CrO4는 분해되어 아

래 반응식(4.50)과 같이 LiCrO2 산화물 입자로 재침전 될 것으로 판단된다.

               Li2CrO4  =  LiCrO2  +  3/4O2  +  1/2Li2O         (4.50)

Cr의 산화반응(반응식(4.48))속도가 산화물의 용해반응(반응식(4.48))속도보

다 빠르며 치 하고 연속적인 산화막이 형성될 것이고, 그와 반대의 경우는 

반응식(4.48), (4.49) 및 (4.50)에 의해 다공성 부식층이 형성될 것이다. 혼합

용융염 LiCl-25%Li2O에서 다공성 부식층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반응식

(4.48)에 의한 산화반응이 반응식(4.49)보다 반응속도가 느린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전체 부식과정은 반응식(4.48)에 율속되어 합금 중의 Cr 농도가 

높을수록 반응식(4.48)의 속도가 빨라져 부식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생각된

다. 즉, 본 실험에서는 혼합용융염 LiCl-25%Li2O 중 염기성산화물 Li2O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산화물이온 O2-의 활동도가 높아 합금표면의 Cr2O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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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가 반응하여 보호막을 용해시켜 부식속도가 LiCl에서보다 훨씬 빠른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합금 중 Cr 농도가 높을수록 부식속도가 빠르기 때

문에 혼합용융염에서 부식속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합금 중의 Cr 농도를 

가능한 낮게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Cr 농도가 낮은 합

금, KSA-6의 경우는 용융염에 용존산소 농도가 낮아 부식초기부터 합금표

면에 연속적인 Cr2O3의 산화막이 형성되지 못하고 반응식(4.48)은 내부산화

의 형식으로 발생하며 입계와 표면 부근에 산화물의 입자가 형성되어 내부

부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KSA-6의 부식속도가 포물선 법칙을 따

르는 것은 내부산화 이론과 일치한다.  

 마. 4원계 합금강

    KSA계열 합금중 용융염에서 부식속도가 가장 낮은 KSA-2 계열 합금

을 기본조성으로 Si와 히토금속원소를 첨가하여 용융염에서의 부식거동과 

대기중에서의 산화특성을 조사하 다. 특히 Si 및 RE 금속원소를 첨가한 배

경은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이다.

  (1) Si 선정 배경

   (가) 용융염에서 재료의 부식에 미치는 Si의 향

       용융염에서 재료의 부식에 미치는 Si의 향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SiO2는 염기도가 낮은 용융염에서는 염기도와 관계없이 용해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62]. 본 연구의 LiCl-25%Li2O 혼합용융염은 염기도가 극히 높은 

경우이므로 같은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SiO2는 모든 원소의 산화물 중에

서 용융염중 용해도가 가장 낮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Si 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나) 합금의 내산화성에 미치는 Si의 향[63]

       Si를 포함한 강은 산화성 분위기에서 가열할 때 강의 표면에 SiO2 의 

치 한 보호막이 형성되어 강의 내산화성이 크게 향상된다. 6% Cr을 포함한 

강에 2%의 Si를 첨가하면 800℃에서 산화에 의한 무게감소가 800g/m2․h에

서 100g/m2․h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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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금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Si의 향[63] 

       Si는 Ferrite와 Austenite에 고용되어 강의 강도를 향상시킨다. Si의 

고용강화효과는 P보다 낮지만 Mn, Ni, Cr, W, Mo, V 등 주요한 합금원소보

다 고용강화효과가 크다. 따라서 Si의 첨가에 의해 합금의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Si의 농도가 3%를 초과하면 강의 Ductility가 약화된다.

   (라) 합금의 가공성에 미치는 Si의 향[63] 

       Si는 강의 Ductility를 약화 시키기 때문에 열간압연성도 약화되어 

3%이상의 Si를 포함한 강은 열간압연이 곤란하게 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용융염 취급장치 구조재료로서 합금에 Si을 첨가하

면 내산화성과 기계적성질은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크롬농도

가 낮아 내산화성과 기계적성질이 부족한 합금에 소량의 Si을 첨가하면 용융

염 중에서 내식성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고 내산화성과 기계적성질을 개

선하는 특수효과가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Si을 첨가하여 합금의 대기중에

서 내산화성과 용융염에서 내식성의 향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2) RE 금속 선정

   (가) 용융염에서 합금의 내식성에 미치는 RE의 향

       용융염에서 합금의 내식성에 미치는 RE의 향에 대한 연구결과[64]

에 의하면 Na2SO4-45mol%NaCl 용융염을 0.02g/cm
2 정도 시편에 부착시켜 

부식실험한 결과 합금 중 RE를 0.4∼0.5mol% 첨가하면 용융염 중의 부식속

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E 농도가 1mol%를 초과하면 부식

속도는 크게 증가하 다.

   (나) 합금의 내산화성에 미치는 RE의 향[63]

        RE는 Fe-Cr-Al 합금과 고 Cr 합금의 내산화성을 증강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 합금의 가공성에 미치는 RE의 향[63]

        주조성에 있어 RE는 용탕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ingot의 품질을 개

선한다. 그리고 열간압연성 경우 RE는 합금강의 열간압연성을 크게 향상시

킨다.  

    본 연구에서는 Si를 첨가하여 합금의 내산화성과 기계적성질을 향상시키

고 Si에 의한 열간압연성의 약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Si 농도가 높은 합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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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RE를 첨가하여 열간압연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내산화성을 한층 더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용융염에서 합금의 부식에 미치는 RE

와 Si의 향을 조사하여 용융염에서의 내식성과 대기중에서의 내산화성을 

겸한 합금을 개발하고자 한다.

  (3) 부식속도

      Fig. 4.108에 용융염 LiCl에서 25시간 부식시험한 각 합금의 무게변화

와 온도의 관계를 나타냈다. 850℃에서 Si를 포함하지 않은 합금의 부식속도

가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합금의 부식속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108. Weight loss of the alloys corroded in

                 molten LiCl salt for 25 hour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ig. 4.109에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25시간 부식시험한 각 합금의 

무게변화와 온도의 관계를 나타냈다. 650℃와 750℃에서는 각 합금의 부식속

도에 큰 차이가 없으나 850℃에서는 SA-2 합금의 부식속도가 가장 느리고 

Si농도의 증가에 따라 부식속도가 증가하 으며, SA-1 합금은 SA-2 합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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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식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SA-3과 SA-4 합금에는 RE가 첨가되었으

며, 이들 합금의 높은 부식속도가 Si만에 의한 것이지 RE와의 복합적 첨가

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4.110에 750℃에서 부식시험한 각 합금의 무게변화와 시간과의 관

계를 나타냈다. 용융염 LiCl에서는 부식속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급속히 

둔화되어 포물선법칙을 나타내었으며 Si의 농도가 서로 다른 각 합금의 부식

속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는 

각 합금의 부식속도는 직선법칙을 나타내었으며 SA-2 합금의 부식속도가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Fig. 4.109. Weight loss of the alloys  Fig. 4.110. Weight loss of the alloys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   corroded in molten salts of LiCl and

-Li2O for 25 hours, as a function   LiCl-Li2O for 25 hour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of time.

    

  (4) 부식층의 구조 

      용융염 LiCl 및 LiCl-Li2O에서 750℃, 25시간 부식시험 후 각 합금의 

부식생성물은 LiMO2 (M는 Cr, Ni, Fe)으로 판명되었다. 용융염 LiCl에서는 

내부부식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혼합 용융염 LiCl-Li2O에서는 전면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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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5. EDX microanalysis of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alloys 

corroded in molten LiCl salt at 750℃ for 25 hours(wt.%)

Alloy SA-2 SA-3 SA-4

Element Base Scale Base Scale Base Scale

O 0.78 12.55 0.33 13.20 0.92 12.10

Si 1.40 1.40 3.25 - 4.01 -

Cr 7.27 13.64 7.19 14.55 7.28 13.61

Ni 20.03 36.49 20.26 43.98 20.21 38.43

Fe 70.52 25.93 68.96 21.45 67.57 35.86

Table 4.16. EDX microanalysis of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alloys 

corroded in molten salt of LiCl-Li2O at 750℃ for 25 hours(wt.%)

Alloy SA-1 SA-2

Element Base Scale Base Scale

O 0.94 7.02 0.76 15.63

Si 0.03 0.18 1.15 0.66

Cr 6.86 2.50 7.69 0.97

Ni 20.86 58.60 19.03 50.44

Fe 71.37 31.87 71.37 32.11

이 발생하 다. 부식층은 부식생성물과 그 사이에 부식되지 않고 남아 있는 

모재와 islands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SA-1 및 SA-2 합금의 용융염 

LiCl에서의 부식층의 EDX 분석결과를 모재의 EDX 분석결과와 함께 Table 

4.15에 나타냈다. 부식층의 산소와 Ni 농도는 모재보다 높고 크롬은 낮았다. 

SA-2, SA-3 및 SA-4 합금의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부식층의 EDX 분

석결과를 모재의 EDX 분석결과와 같이 Table 4.16에 나타냈다. 부식층의 

Cr, Ni 및 O 농도는 모재보다 높고 Si는 검출 되지 않았다.

  (5) 산화속도

      SA-1, SA-2 및 SA-4 합금의 650, 750 및 850℃에서 대기중 산화실

험 결과를 Figs. 4.111.∼4.113.에 나타냈다. Figs에서 보는 바와 같이 SA-1

과 SA-2 합금은 산화속도가 거의 같으나 SA-4 합금의 산화속도가 가장 낮

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SA-4 합금은 850℃까지 산화속도가 아주 낮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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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과에 따라 산화속도가 거의 증가하지 않으므로 용융염 취급장치 외표

면의 대기중 산화에 충분한 내산화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Si와 RE를 

동시에 첨가함으로써 합금의 대기중에서 내산화성이 크게 강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4.111. Weight gain of the alloys oxidized at 650℃ in air

                 as a function of time.

 

      Fig. 4.112. Weight gain of the alloys oxidized at 750℃ in air

                 as a function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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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113. Weight gain of the alloys oxidized at 850℃ in air

                 as a function of time.

4. 결 언

 가. 스테인레스 강

  (1) 용융염, LiCl과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는 온도 증가에 따라 Type 

316L의 부식속도가 Type 304L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2) 두 부식환경에서 모두 온도의 증가에 따라 부식속도가 증가하지만, 혼

합용융염, LiCl-Li2O에서 온도의 증가에 따른 부식속도의 증가가 크게 나타

났으며, 특히 750℃ 이상에서는 부식속도가 급격히 증가하 다.

 나. 내열합금강

  (1) 용융염 LiCl에서는 LiCrO2의 치 한 보호막이 형성되었고,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는 Lix(Cr,Ni,Fe)2-xO2의 다공성 비보호막이 형성되었다.

  (2) 용융염 LiCl에서는 부식속도가 포물선 법칙을 나타내었으며, 혼합용융

염 LiCl-Li2O에서는 선형 법칙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혼합용융염에서의 부

식속도는 LiCl에서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났다.

  (3) 두 부식환경에서 모두 온도의 증가에 따라 부식속도가 증가하지만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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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용융염에서 온도의 증가에 따른 부식속도의 증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

히 750℃ 이상에서는 부식속도가 급격히 증가하 다.

  (4) More 1과 Super 22H는 부식층의 구조와 부식속도의 온도, 시간 의존

성은 유사하나 Super 22H가 More 1보다 좋은 내식성을 나타내었다.

 다. 초합금강

  (1) 용융염 LiCl에서 부식속도는 포물선법칙을 따르며 보호성 LiCrO2의 

산화피막이 형성되었으며,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부식은 Li2O에 의한 

염기성 용해기구에 의해 진행되어 부식속도가 LiCl에서보다 훨씬 빠르게 나

타났다.

  (2)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Ni, Fe, Cr, W 등 순금속의 부식속도는 대

체로 그들 산화 물의 염기성에 의존하며 산화물의 염기성이 강할수록 금속

의 부식속도가 느리게 나타났다.

  (3)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Ni-base 합금이 Fe-base 합금보다 부식속

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Mo와 W의 농도가 높은 Hastelloy C-276

의 부식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4)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의 부식층은 산화물과 Ni의 2상 구조를 형

성하며, Ni량이 많을수록 부식층에 기공이 더 많이 형성되어 부식속도를 증

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Fe-base 합금강

  (1) 용융염 LiCl에서 Fe-Ni 합금은 내부산화가 발생하고, 포물선법칙에 

가까운 변화를 나타내었다.

  (2)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는 Ni 농도가 낮은 KSA-1은 국부부식(내부

산화)이 발생하고 포물선법칙에 가까운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Ni 농도의 증

가에 따라 국부부식에서 전면부식으로, 포물선법칙에 가까운 변화에서 직선

법칙으로 전환하 다.

  (3) Fe-Ni 합금의 Fe 농도가 높을수록 용융염 LiCl에서 부식속도가 빠르

고,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는 반대로 Ni 농도가 높을수록 부식속도가 빠

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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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부식억제형 2원계 합금의 기본원소 Ni의 최

적함량은 25 ∼ 30wt.%일 것으로 판단된다.  

  (5) 용융염 LiCl에서 KSA-6, KSA-7 및 KSA-8은 LiCrO2의 치 한 보호

막이 형성되었다. 또한 혼합용융염 LiCl-25%Li2O에서 Cr 농도가 낮은 

KSA-6은 내부산화가 발생하 고, Cr 농도가 높은 KSA-7은는 LiCrO2와 

Ni의 다공성피막의 부식층이 형성되었으며 내부로 성장하 다.

  (6) 용융염 LiCl에서 각 합금의 부식속도는 포물선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합용융염 LiCl-25%Li2O에서 KSA-6은 포물선법칙, 

KSA-7은 직선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두 부식환경에서 모두 온도의 증가에 따라 부식속도가 증가하지만, 혼

합용융염 LiCl-25%Li2O에서 온도의 증가에 따른 부식속도의 증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750℃ 이상에서는 부식속도가 급격히 증가하 다.

  (8) 혼합용융염 LiCl-25%Li2O에서 Cr 농도의 증가에 따라 부식속도가 증

가하며, 이는 Cr2O3의 염기성용해 기구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 4원계 합금강

  (1) 4원계 합금은 Si 농도 약 2%까지는 혼합용융염에서의 내식성이 개선

된다. 그러나 Si 농도 2.5%와 1%의 RE을 첨가하면 부식속도가 증가한다.

  (2) 4원계 합금은 Si와 RE을 첨가하면 대기중 내산화성이 크게 증가하며 

Si 농도 2.5%와 1%의 RE를 첨가한 합금은 850℃에서 장시간 노출에 충분한 

내산화성을 가지고 있다.

  (3) 4원계 합금은 750℃이하 온도에서는 용융염 LiCl과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모두 내부부식이 발생하 다. 850℃에서는 혼합용융염에서 전

면부식이 발생하 으며 부식생성물은 LiFeO2와 Li2Ni8O10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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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잔존 우라늄 회수기술 고도화

1. 옥살산 침전 회수

 가. 서 언

    사용후핵연료의 습식 용해에 의한 탈피복 및 분말화는 핵물질의 회수율

이 높으며 또한 이 방법에 옥살산 침전 결정화법을 도입하게 되면 고 방열

성 핵종인 Cs과 Sr의 선택적 제거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사

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에 있어서 본 방법의 채택은 직접 탈질공정이나 

침전/배소공정에 의한 산화분말 제조공정이 추가로 소요되며, 이로 인한 폐

기물 발생량 증가와 공정의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

서 고려하는 건식방법에 의한 탈피복 및 분말화는,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

의 양이 감소하는 장점은 있지만 핵물질의 회수율이 낮고 Cs과 Sr의 제거율

이 높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사용후핵연료의 탈피복 방법은 핵

물질의 회수율,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량, 그리고 후속공정에 미치는 향 등

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

정의 첫 단계로서 습식 용해에 의한 탈피복 및 분말화공정이 채택되었을 경

우를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코자 모의 사용후핵연료 질산

용해액 내 금속이온들의 침전결정화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침전결정화기술은 전통적인 화학적 분리정제기술 중의 하나로서 특히 

선.후행 핵연료주기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널리 응용되는 기술이

다.  용액내의 금속 양이온에 대한 침전재로서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는 

수산 화합물, 옥살산 화합물, 인산 화합물, 그리고 탄산 화합물 등이 있으며, 

침전재의 선정은 용액내의 금속 양이온들의 침전회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침전회수의 목적이 침전 결정체의 분말특성 개선사항인

지 아니면 단순 특정 양이온물질의 분리, 회수 내지는 정제도 증진사항인지

에 따라 적절한 침전재를 선정하고 이들 침전 결정체의 후속공정에 대한 적

합성을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후속공정에서 금속이온 산화체 분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분해가 쉽게 일어나는 옥살산에 의한 침전을 많이 이용하며 본 연구에서

도 사용후핵연료의 습식용해에 의한 탈피복에 이은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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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정의 중간단계로서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제조가 필수단계이므로, 옥

살산에 의한 모의 사용후핵연료 질산용액 내 금속이온들의 침전결정화 특성

들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일반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용해액으로부터 액티나이드 계열 원소들의 옥

살산에 의한 침전회수율은 옥살산 및 질산용액의 농도에 따라 변화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위원소별로 실험한 연구결과들을 정량적으로 살펴보

면[65, 66] 질산농도 0.5 M, 옥살산 농도 0.2 M에서 플루토늄의 옥살산 침전 

후 여과액 중 잔존농도가 2∼5 ppm으로 그 침전 회수율이 대단히 높을 것으

로 전망되며, 같은 조건에서 기타 액티나이드 계열 원소들의 침전 회수율은 

이들보다 떨어지기는 하지만 용해적 차원에서 살펴볼 때 용해액 내에 복합 

금속이온으로 존재하는 경우 우라늄과 플루토늄 그리고 란탄나이드 계열 원

소들의 옥살산 침전 시 공침 현상에 의한 침전 회수율 증진이 기대된다.

 나. 실 험

     모의 사용후핵연료 질산용해액은 Table 4.3.과 동일한 조성의 모의 사

용후핵연료 분말 80 g을 질산용액 250 ml에 용해시켜 만들었다.  용해 전의 

질산용액의 초기 농도는, 4 M, 6 M, 10 M, 그리고 14 M이었으며, 용해온도

는 90℃로 일정하게 하여 용해시켰다.  옥살산 용액은 GR급 옥살산 시약을 

증류수에 용해시켜 1 M 농도로 만들어 사용하 다.

실험방법을 들면 다음과 같다.  50 ml 시험관에 모의 사용후핵연료 질산용해

액 일정량을 넣고 여기에 미리 준비해 둔 1 M 농도의 옥살산 용액을 첨가

하고 진탕기에서 30분간 혼합하 다.  옥살산용액의 첨가량은 모의 사용후핵

연료 분말 중의 우라늄에 대한 옥살산의 당량비가 1.1 ∼ 3.2 가 되도록 첨

가하 다.  이를 상온에서 24시간동안 숙성/침전시킨 후 여과하 고, 여과된 

용액 중의 금속 원소들의 잔류량을 측정하여 침전율을 계산하 다.

 다. 결과 및 고찰

    Fig. 4.114.∼4.119.은 모의폐액내에 존재하는 각 금속원소들의 회수율에 

미치는 질산농도 및 옥살산용액농도의 향을 나타내는 그림으로서 각 원소

들의 회수율은 질산농도 및 옥살산용액농도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다.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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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4. Effect of mole ratio of oxalic acid to uranium on recovery 

yield of ura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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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5. Effect of mole ratio of oxalic acid to uranium on recovery 

yield of neodymium.



- 236 -

[H2C2O4] / U (mole/mole)

Y
ie

ld
 (%

)

100

80

60

40

20

0 1 2 3

100

80

60

40

20

0 1 2 3

[HNO3]o

14 M
10 M
6  M
4  M

[HNO3]o

14 M
10 M
6  M
4  M

Fig. 4.116. Effect of mole ratio of oxalic acid to uranium on recovery 

yield of ce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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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7. Effect of mole ratio of oxalic acid to uranium on recovery 

yield of pala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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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8. Effect of mole ratio of oxalic acid to uranium on recovery 

yield of stron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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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9. Effect of mole ratio of oxalic acid to uranium on recovery 

yield of zirco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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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발표된 질산용액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용해액으로부터 란탄나이트 계열 

및 액티나이드 계열 원소들의 옥살산에 의한 침전 회수율을 살펴보면 용해

액 내 질산농도가 증가하면 회수율이 감소하고 옥살산의 농도가 증가하면 

회수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라늄의 경우 옥살산과의 당량

비 1.7 일 때 최대 회수율이 약 97%로서 이 당량비에서는 질산의 농도는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옥살산의 최적 당량비 1.7 이상으로 

옥살산의 첨가량이 증가하면 회수율이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현

상은 과잉으로 침전재가 존재하는 경우 우라늄이 질산용액에만 용해되는 것

이 아니라 침전재인 옥살산용액에도 상당히 용해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

게 한다.  Nd의 경우 최대 회수율은 약 99%로서 질산농도가 감소할수록, 옥

살산농도가 증가할수록 Nd의 회수율은 현저히 증가한다.  Cs과 Pd의 경우에

는 회수율이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으며, 질산농도 및 옥살산농도의 변화

에 따라 별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침전 여액중에 Sr과 

Zr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들 원소들은 옥살산에 의한 침전결정화법으로

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차세대 관리공정 기술개발은 그 연구초점이 건식 저장

시 냉각부하량 감소를 위하여 고 방열 방사성 핵종인 Cs 과 Sr을 사용후핵

연료로부터 선택적으로 제거함에 의해 저장안전성을 도모하고 최종적으로는 

금속형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저장부피를 축소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용후핵연료 용해액의 옥살산에 의한 액티나이드 

계열 및 란탄나이드 계열 원소들의 공침회수 시, 가능하면 건식개질의 목적

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 방열 핵종인 IA족의 Cs, IIA족의 Sr 및 Ba, 그리고 

VIII족의 Rh 등을 공침 현상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실험

의 결과 Sr은 전혀 침전되지 않았으며 Cs은 최대 약 20% 정도까지 침전되

었으므로, PWR 사용후핵연료의 탈피복 공정으로  습식 용해방법으로 선택

된다 하더라도 목적하는 바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경우에 옥살산 침전 결정화공정에서의 우라늄과 옥살산 침전재의 최적당량

비는 우라늄의 회수율이 가장 높은 1.5∼1.7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습식 

용해공정에서의 질산용액의 농도는 용해에 소요되는 시간 및 회수율 측면에

서 6∼10 M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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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환원재가 첨가된 옥살산 침전회수

     사용후핵연료 질산용해액의 옥살산 침전결정화에 의한 액티나이드 계

열 원소들의 회수에 있어서는 침전시키고자 하는 원소들의 산화상태가 회수

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특히 Np의 경우에는 용액 내에

서의 산화상태가 대단히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Np-Nd-Sr-Cs 등의 모

의 폐액으로 옥살산 침전에서[67], Np(IV)의 경우는 99% 이상의 침전회수율

을 나타낸 반면 Np(V)와 Np(VI)의 경우는 50% 미만의 침전 회수율을 보

으며 Np(IV) >> Np(VI) > Np(V) 의 순으로 침전 회수율이 높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의 질산용해액 내의 액티나이드 계열 및 란탄나이드 계열 원소

들의 옥살산 공침 회수시 그 회수율을 높히기 위해서는 환원재 첨가에 의한 

원소들의 산화수 조절이 필요하다.

    앞절에서 환원재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 금속원소들의 회수율을 살펴보

면, U과 Nd 만이 질산의 산도조절 및 옥살산용액의 농도조절에 의하여 그 

회수율을 95%이상으로 높힐 수 있으나 Cs, Pd, Sr, Zr은 회수율이 20% 미

만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Cs과 Sr의 공침 배제에는 적합

한 결과이나, Cs과 Sr을 제외한 핵연료물질들은 옥살산 침전회수시 환원재 

첨가에 의하여 회수율을 높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환원재가 각 원소

들의 침전회수율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위한 실험을 하 다.  환원재로

는 아스코빅산을 1.5 M 농도의 용액으로 만들어 사용하 으며, 모의 사용후

핵연료 질산 용해액 중의 우라늄과 아스코빅산의 당량비가 1.0 ∼ 3.0이 되

도록 첨가하 다.

    실험결과로 나타난 각 원소들의 회수율을 그림 4.114.∼4.119.에 도시하

다. 우라늄의 회수율은 아스코빅산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회수율

이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용액내에서 우라늄의 산화상태를 

살펴보면[68] 우라늄은 3가의 U3+, 4가의 uranous ion U4+, 5가의 UVO2+, 또

는 6가의 uranyl ion UVIO2
2+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U3+는 용액내의 물

을 수소로 환원시키기 때문에 안정한 용액으로는 만들 수 없고, 5가의 

uranyl ion UVO2+는 불안정하여 불균등화반응(disproportionation reaction)에 

의해 U4+와 UVIO2
2+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우라늄이온은 용액상에서 주로 4

가와 6가로 존재하는데, 모의 사용후핵연료 질산용해액 중 6가의 우라늄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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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0. Effect of ascorbic acid on recovery yield of ura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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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1. Effect of ascorbic acid on recovery yield of neody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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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2. Effect of ascorbic acid on recovery yield of ce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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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3. Effect of ascorbic acid on recovery yield of pala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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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4. Effect of ascorbic acid on recovery yield of stron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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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5. Effect of ascorbic acid on recovery yield of zirconium.



- 248 -

이 아스코빅산에 의해 환원되어 4가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우라

늄은 옥살산에 의한 침전시 산화상태가 높을수록 더 침전이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스코빅산을 첨가하 을 때와 첨가하지 않았을 때와의 

회수율의 차이는 최대 약 3% 정도이므로 우라늄에 대해서는 환원재의 향

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Nd과 Pd에 대하여는 환원재의 향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다.  두 원소 모두 

아스코빅산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회수율이 훨씬 높아졌으며 전반적으

로 아스코빅산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회수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는데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는 몇몇 데이터는 실험상 또는 화학분석상의 

오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Nd과 Pd은 금속이온의 산화상태가 

낮을수록 옥살산에 의한 침전이 잘 일어난다고 할 수 있으며, 초기질산농도

와 옥살산농도 그리고 첨가하는 아스코빅산의 양을 잘 조절한다면 이들 두 

원소들은 거의 100%까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Cs의 침전율은 대체적으로 15%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아스코빅산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침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Sr은 아스코

빅산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혀 침전되지 않았으나 아스코빅산의 첨가

로 인하여 소량 침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Sr의 침전율과 아스코빅산의 첨

가량과의 관계는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Zr은 아스코빅산을 첨가

하여도 첨가하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침전이 되지 않았다.

    질산농도 및 옥살산농도에 의한 향을 보면, Pd원소의 질산농도 10 M, 

옥살산당량비 1.7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질산농도가 낮을수록 옥

살산농도가 높을수록 각 원소들의 침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질산용해액의 옥살산 침전시 각 원소들의 침전 회수율은 질산농도가 낮을수

록 옥살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회수율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스코빅

산을 첨가하여도 전반적으로 이와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환원재인 아스코빅산을 첨가한 옥살산 침전 

결정화법으로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질산 용해액으로부터 U과 Nd, 그리

고 Pd을 거의 회수할 수 있으며, Cs과 Sr, 그리고 Zr은 이들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스코빅산을 첨가한 옥살산 침전 결정

화법이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질산용해액으로부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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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 핵종인 Cs과 Sr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의 하나로 선

택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이 선택되었을 때의 조업조건으로는, 각 원소들

의 회수율, 고 방열 핵종인 Cs과 Sr의 제거율, 발생되는 폐액의 양 등을 고

려할 때 사용후핵연료의 질산용해시 질산용액의 농도는 6 M, 환원재인 아스

코빅산의 첨가량은 우라늄과의 당량비 1∼2, 침전재인 옥살산의 첨가량은 우

라늄과의 당량비 1.5∼1.7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2. 옥살산 침전여액내  잔존 우라늄의 용매추출 회수

 가. 우라늄의 용매추출

  (1) 개요

     건식개질 공정중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분말화 과정에서 피복관내에 잔

존하는 핵연료물질을 질산에 용해하여 옥살산으로 침전시켜 이를 회수한다. 

이때 옥살산 침전여액중에 일부 잔존하는 우라늄을 추가로 회수하기 위하여 

용매추출 실험을 하 다.

    핵연료 제조공정에서 우라늄의 분리/정제 그리고 재처리공정에서 플루토

늄과 우라늄의 분리/정제에는 일반적으로 TBP가 사용되고 있고, 재처리 공

정에서 발생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서 초우라늄 원소의 회수를 위한 

TRUEX 공정에는 CMPO가 사용되고 있다. CMPO는 Octyl(phenyl)- 

N,N-carbamoylmethylphosphine oxide를 말하며 6가, 4 가 및 3 가의 액티나

이드 추출성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TBP와 

CMPO 각각의 추출특성을 조사하여 서로 비교하 다.

  (2) 실험

     용매추출 실험에서,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질산용해 및 옥살산 침전실험

에서 얻어진 옥살산 침전여액(Table 4.17.)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

라서 희석하거나 질산 농도 및 옥살산 농도를 조절하여 사용하 다. 

    용매추출에 사용한 추출제 TBP(Aldrich, 98%)는 다음과 같이 정제하여 

사용하 다. TBP를 0.25 M Na2C2O3 수용액으로 2회 세척, 0.05 M HCl 수용

액으로 1회 세척, 증류수로 1회 세척한 다음 phase separator로 여과하 다. 

이때  TBP와 각 세척 수용액의 부피 비는 1 : 1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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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7. Composition of filtrate from oxalate precipitated solution

Element Concentration (g/L)

U

Cs

Sr

Nd

Zr

Pd

HNO3

H2C2O4

3,749

380

284

85

< 5

284

1.83 M

0.25 M

    추출제 CMPO는 EIchroM사 제품(순도 99.9%)을 그대로 사용하 다.

희석제 dodecane은 미국 Aldrich사 제품(98%), 옥살산은 독일 Merck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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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e), 질산 및  염산은 독일 Merck사 제품을 사용하 다. 

    용매추출에 사용하는 유기상은 용매추출에 사용될 수용액과 같은 매질 

즉, 금속원소가 제외된 동일 농도의 질산 및 옥살산 농도의 수용액과, 용매

추출시와 같은 조건의 혼합시간 및 온도에서, 먼저 평형을 시킨후

(pre-equilibration)에 일정량을 취하여 용매추출 실험에 사용하 다.

    수용상 5 ml와 유기상 5 ml를 시험관에 넣어, 25 ℃로 유지한 항온 교

반기에서 20 분간 교반하여 금속이온이 분배 평형에 도달하게 한 다음, 하루 

밤 방치하여 분리된 수용상의 일부(4 ml)를 취하여 원심분리(3,000 rpm, 30 

분)에 의하여 한번 더 상분리를 한다음 일정량의 수용상을 취하여 수용상의 

금속원소를 분석하고, 유기상의 금속 농도는 처음 수용상의 금속 농도와 용

매추출후의 수용상의 금속 농도 차에 의하여 구하 다. 예비실험에서 교반 

시간이 5 분 이상이면 금속이온이 분배 평형에 도달되었으므로 교반 시간은 

충분하게 20 분으로 설정하 다. 금속 농도는 ICP/AES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교반기는 국제과학 제품, Model 36-SIN-100F를 사용하고 원심분리기는 

한일과학 제품, Model MF 550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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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우라늄 농도에 따른 용매추출

       수용상의 우라늄 농도는, 옥살산 침전여액을 희석하여 0.038 ∼ 3.8 

g/L의 범위에서 변화시키고, 질산 및 옥살산 농도는 옥살산 침전여액중의 농

도와 동일하도록 각각 1.83 M과 0.25 M이 되게 하 다.  TBP에 의한 용매

추출시 유기상의 TBP 농도는 30 v/o (in dodecane)이고, CMPO에 의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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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질산 농도에 따른 용매추출

       수용상의 옥살산 농도는 0.125 M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질산 농도는 

0.92 ∼ 8.14 M 범위에서 변화시켰으며 수용상의 우라늄 농도는 1.875 g/L, 

Pd 농도는 0.142 g/L, Nd 농도는 0.043 g/L, Cs 농도는 0.190 g/L, Sr 농도

는 0.142 g/L 이다. 

    TBP에 의한 용매추출 시 유기상의 TBP 농도는 30 v/o(in dodecane)이

고, CMPO에 의한 용매추출 시 CMPO 농도는 0.2 M(in 1.2 M-dodecane) 

이다.

   (다) 옥살산 농도에 따른 용매추출

        TBP에 의한 용매추출 시 수용상의 질산 농도는 4.07 M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옥살산 농도는 0.0625 ∼ 0.1880 M의 범위에서 변화시켰으며, 수용

상의 우라늄 농도는 0.937 g/L, Pd 농도는 0.071 g/L, Nd 농도는 0.021 g/L, 

Cs 농도는 0.95 g/L, Sr 농도는 0.71 g/L이다. 이 때 사용한 유기상의 TBP 

농도는 30 v/o(in dodecane)이다.

 CMPO에 의한 용매추출 시 수용상의 질산 농도는 옥살산 침전여액의 질산

농도와 같은 1.83 M로 하고 옥살산 농도는 0.06 ∼ 0.30 M 범위에서 변화시

켰으며 수용상의 우라늄 농도는 0.937 g/L, Pd 농도는 0.071 g/L, Nd 농도는 

0.021 g/L, Cs 농도는 0.095 g/L, Sr 농도는 0.071 g/L이다. 이 때 사용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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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CMPO-TBP-doecane 유기상에로의 우라늄 loading

       수용상은 옥살산 침전여액을 그대로 사용하 으며 옥살산 침전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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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산 농도는 1.83 M, 옥살산 농도는 0.25 M, 우라늄 농도는 3.792 g/L, 

Pd 농도는 0.284 g/L, Nd 농도는 0.085 g/L, Cs 농도는 0.380 g/L, Sr 농도

는 0.284 g/L, Zr 농도는 <0.005 g/L 이다. 유기상의 CMPO 농도는 0.2 M(in 

1.2 M TBP-dodecane)이다. 

    유기상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용상의 부피를 증가시키면서 유

기상에 우라늄을 loading 하 으며, 이 때 제 3 상이 생성되기 전과 생성되

기 시작할 때의 유기상의 우라늄 농도를 구하여 loading capacity를 구하

다.

   (마) 온도에 따른 용매추출

       CMPO에 의한 용매추출시 제 3 상의 생성은 온도의 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나 추출율에 대한 온도의 향을 알아보기 위해, 25 ℃, 30 ℃, 40 

℃에서 용매추출 실험을 하 다. 수용상은 옥살산 침전여액을 그대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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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CMPO에 추출된 화학종의 확인

       CMPO에 의한 용매추출 시 수용상에서 추출되는 화학종의 확인 실

험에서, 질산우라늄은 Merck사 제품(99 %,GR)을 사용하 고, 옥살산 우라

늄은 다음과 같이 제조하여 사용하 다. 약 1 M의 질산우라늄 용액에 약 1 

M 의 옥살산을 우라늄에 대한 당량비로 약 1.7이 되게 상온에서 방울방울 

가하여 우라늄을 침전시킨 후 여과지(Whatman, # 42)로 여과하여 100 ℃에

서 약 7시간 건조시킨 후 사용하 다. 

    추출 화학종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질산, 질산/옥살산 및 질산/

옥살산/질산나트륨의 3 가지 매질의 각각의 질산우라늄 수용상에서 

CMPO(in 1.2 M TBP- dodecane) 유기상으로 추출된 화학종의 UV/Visible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같은 3 가지 매질의 수용액과 각각 미리 평형을 시킨 

CMPO(in 1.2 M TBP-dodecane) 유기상에 질산우라늄과 옥살산우라늄을 

각각 약 0.01 M이 되게 용해시킨 후에 이들의 UV/Visible 스펙트럼을 측정

하여 서로 비교하 다.

    우라늄의 용매추출 시 CMPO의 용매화 수 결정을 위한 실험에서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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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우라늄을 0.5 M 질산 및 0.1 M 옥살산 매질의 수용액에 용해시켜 만든 

용액(50 ppm U)을 수용상으로 사용하고 같은 매질의 수용액과 미리 평형시

킨 0.02 ∼ 0.10 M CMPO(in 1.2 M TBP-dodecane)를 유기상으로 사용하

다. 우라늄의 용매추출시 질산 이온이 착물 형성에 관여하는지를 조사하

기 위한 실험에서는, 질산 우라늄을 0 ∼ 1 M 농도 범위의 NaNO3(in 0.5 

M HNO3-0.1 M H2C2O4)수용액에 용해(50 ppm U)시켜 수용상으로 사용하

고 같은 매질의 수용액과 미리 평형시킨 0.1 M CMPO-1.2 M 

TBP-dodecane을 유기상으로 사용하 다.

  (3) 결과 및 고찰

   (가) 우라늄 농도 향

       옥살산 침전여액에서와 동일한 질산 농도 1.83 M 및  옥살산 농도 

0.25 M에서, 우라늄 농도(0.038 ∼ 3.8 g/L)에 따른 30 v/o TBP-dodecane 

및 0.2 M CMPO-1.2 M TBP-dodecane에 의한 용매추출 시 25 ℃에서의 분

배 비는 Table 4.18., Fig. 4.126. 및 Fig. 4.127.과 같다.

    

Table 4.18. Distribution ratio of U(VI) with concentration of U in feed 

solution at 1.83 M HNO3 and 0.25 M H2C2O4

Uranium Conc.

(g/L)

Distribution Ratio (D)

30 v/o TBP-dodecane 0.2 M CMPO-1.2 M 
TBP-dodecane

0.038

0.750

0.150

0.225

0.375

0.750

1.500

2.249

2.999

3.749

5.6

-

5.5

-

4.2

4.4

4.3

4.5

4.3

4.4

61

106

149

172

249

299

318

264

271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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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6. Plot of D for U(VI) vs. uranium concentration at 1.83 M HNO3 

and 0.25 M H2C2O4 with 30 v/o TBP.

    TBP에 의한 용매추출 시 우라늄 농도에 따른 우라늄의 분배 비는 0.38 

g/L 이하의 우라늄 농도에서 약간 높은 것을 제외하고 거의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CMPO에 의한 용매추출 시 우라늄 농도에 따른 우라늄의 분배 비

는 0.38 g/L 이하의 우라늄 농도에서는 우라늄 농도 감소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0.38 g/L 이상의 우라늄 농도에서는 거의 일정한 것으로 나타

났다.  CMPO에 의한 우라늄의 추출은 TBP 에 비하여 수백 배 이상 잘 추

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질산, 염산 등의 매질에서 CMPO의 우라늄 

추출 성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여러 문헌에서 보고되어 있는 바와 일치한

다[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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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7. Plot of Log D for U(VI) vs. initial uranium concentration at 

1.83 M HNO3 and 0.25 M H2C2O4 with 0.2 M CMPO-1.2 M 

TBP-dodecane.

   (나) 질산 농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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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43 g/L, Pd: 0.142 g/L, Cs: 0.190 g/L)에서, 질산 농도(0.92 - 8.14 M)에 

따른 30 v/o TBP-dodecane 및 0.2 M CMPO-1.2 M TBP-dodecane에 의한 

용매출 시, 25 ℃에서의 분배 비는 Fig. 4.128. 및 Fig. 4.129.과 같다.

TBP에 의한 용매추출에서는 Sr, Cs, Nd은 추출되지 않고 Pd은 조금 추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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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8. Plot of distribution ratios vs. nitric acid concentration at 0.125 

M H2C2O4 with 30 v/o TBP-dodecane.

는(분배비 0.04) 것으로 나타나고, 우라늄은 잘 추출되며 우라늄의 분배비는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하다가 질산농도 5.5 M 이상에서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산 농도 증가에 따른 우라늄의 분배 비 증가

는,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옥살산의 해리 억제에 의한 옥살산 이온의 농도

가 감소되어 추출되지 않는, 옥살산 이온이 2 개 이상 배위된 우라늄 옥살산

착물 형성의 감소에 기인 한 것으로 생각된다. 질산 농도가 5.5 M 이상에서 

우라늄의 분배비가 약간 감소하는 것은,  TBP 용매추출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높은 질산 농도에서는 질산 과 금속이온의 경쟁적인 추출반응에 기인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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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9. Plot of Log D vs. nitric acid concentration at 0.125 M H2C2O4 

with 0.2 M CMPO-1.2 M TBP-dodecane.

    옥살산이 용매추출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옥살산이 들어 있지 

않는 질산 매질의 PUREX system 에서, SHEPIS code로 같은 우라늄 농도 

조건에서 계산한 40 ℃에서의 우라늄의 분배비[71]를 Fig. 4.128.에 나타내었

다. Fig.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옥살산/질산 매질에서의 우라늄 분배 비는 질산 

매질과 비교 시 질산 농도 약 2.2 M 이하에서는 우라늄 분배비가 작고 2.2 

M 이상에서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질산 농도가 높을수록 분배 비의 차이가 

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살산/질산 매질에서의 분배비가, 질산 농도 

2.2 M 이상에서 질산매질에서 보다 크게 되는 것은 높은 질산 농도에서 옥

살산의 해리 억제로 추출되지 않는 옥살산 착물 형성이 크게 감소하고 또한 



- 258 -

추출되는 우라늄은 옥살산이온과 안정한 킬레이트 착물을 형성하여 유기상

으로 잘 추출되는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CMPO에 의한 용매추출에서는 Sr, Cs은 추출되지 않고, Fig. 4.1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Pd은 추출되나 추출 율이 낮고(분배 비 0.15), Nd은 잘 추출

되며(분배 비 22), Pd의 분배 비는 질산 농도증가에 따라 약간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고, Nd의 분배비는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Nd이 잘 추출되고 Pd는 어느 정도 추출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CMPO에 의해 3 가의 란타나이드가 잘 추출되고 Pd, Tc, Zr, Fe 가 

약간 추출되는 것으로 보고된 문헌과 일치하고 있다[72, 73]. 질산 농도 증가

에 따른 Pd의 분배 비 감소는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질산매질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보고된 문헌이 있으며 이 문헌에서는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서 추출제의 전자 주게 기(포스포릴 기)에 대한 금속 이온과 질산과의 

경쟁반응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74]. Nd의 분배 비가 질산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Nd의 추출 화학종을 NdC2O4NO3(CMPO)n로 추정하면, 질산 

농도 증가에 따른 질산이온 농도 증가로 추출효과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MPO에 의해 우라늄은 매우 잘 추출되며 분배 비는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산 농도증가에 따른 우라늄 분배 

비의 증가는 앞서 언급한 TBP에 의한 용매추출에서와 같은 이유 즉, 추출되

지 않는 옥살산 착믈 형성의 감소에 기인 한 것으로 생각된다. 

 CMPO와 TBP에 의한 추출효과를 Fig. 4.128. 및 Fig. 4.129.에서 비교해 보

면 CMPO에 의한 우라늄 추출효과는 TBP에 비하여 수백 배 이상 잘 추출

되고, Pd은 4 배정도 잘 추출되며, Nd은 TBP에서는 추출되지 않으나 

CMPO에서는 잘 추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옥살산 농도 향

       질산 농도 1.83 M, 우라늄 농도 0.937 g/L(Sr: 0.071 g/L, Nd: 0.021 

g/L, Pd: 0.071 g/L, Cs: 0.095 g/L)에서, 옥살산산 농도(0.0625 - 0.188 M)에 

따른 30 v/o TBP-dodecane 및 0.2 M CMPO-1.2 M TBP-dodecane에 의한 

용매출시, 25 ℃에서의 분배비는 Fig. 4.130. 및 Fig. 4.1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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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0. Plot of distribution ratios vs. oxalic acid concentration at 1.83 

M HNO3 with 30 v/o TBP-dodecane.

    TBP에 의한 용매추출에서는 Fig. 4.130.과 같이 Pd 추출은 옥살산 농도

에 향을 받지 않고, 우라늄 추출은 옥살산 농도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CMPO에 의한 추출에서는 우라늄을 비롯하여 Pd, Nd이 함

께 옥살산 농도 증가에 따라 추출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살산 농도 증가에 따른 우라늄 추출 율의 저하는, 옥살산이온 농도증

가에 의한, 추출되지 않는 우라늄의 옥살산 착물 형성의 증가에 기인 한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질산 농도 향에서 질산농도 감소 시, 볼 수 있는 현상

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옥살산/질산 매질에서 Pu(IV) 추출에 

관하여 발표된 문헌[75]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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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1. Plot of Log D vs. oxalic acid concentration at 1.83 M HNO3 

with 0.2 M CMPO-1.2 M TBP-dodecane.

   (라) 추출능

       유기상의 부피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제 3상이 형성될 때 까지 수용

상의 부피를 증가시켜 가면서  수용상의 우라늄의 평형농도를 측정하여 유

기상의 우라늄 농도를 계산하 다. Percent loading은 우라늄에 대한 CMPO

의 몰비가 2 일때를 기준하여 계산하 다. 질산 농도 1.83 M, 옥살산 농도 

0.25 M에서 0.2 M CMPO-1.2 M TBP-dodecane으로 추출할 때, % loading

은 25 ℃에서 25 - 26%, 40 ℃에서 53 - 56%로 얻어졌다. % loading 에서 

작은 숫자는 제 3상이 형성되기 전의 값을 나타내고 큰 숫자는 제 3상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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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기 시작할 때의 값을 나타낸다. 제 3상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를 육안으

로 판단하기 어려워 다소의 오차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loading은 25 

℃에 비하여 40 ℃에서 약 2배로 증가하여 온도의 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온도 증가에 따른 추출화학종의 용해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 온도 향

        CMPO의 loading capacity는 온도 증가에 따라 상당히 증가하므로 

추출 율에 대한 온도의 향을 알아보기 위해, 옥살산 침전여액에서와 같은 

농도인, 질산농도 1.83 M, 옥살산 농도 0.25 M에서 추출할 때, 25 ℃, 30 ℃, 

40 ℃에서 분배비를 구한 결과 Fig. 4.132.와 같다. 분배비는 25 ℃에 비하여 

30 ℃에서 약 40%, 40 ℃에서 약 60% 감소하여 온도의 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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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2. Distribution ratio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t 1.83 M 

HNO3 and 0.25 M H2C2O4 with 0.2 M CMPO-1.2 M 

TBP-dodec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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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CMPO에 추출된 화학종

        CMPO에 의하여 옥살산/질산 매질의 수용상에서 추출되는 화학종

은 안정한 킬레이트 착물인 중성의 UO2C2O4로 믿어지나, 이를 확인하기 위

하여 수용상에서 추출되는 유기상의 U(VI)의 흡수 스펙트럼과 옥살산우라

늄 및 질산우라늄을, 같은 매질의 수용상과 미리 평형 시킨 유기상에 용해

시킨 다음 측정한 각각의 U(VI)의 흡수 스펙트럼을 Fig. 4.133.∼4.135.에 서

로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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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3. Absorption spectra of U(VI): (a) UO2C2O4 dissolved in 0.1 M 

CMPO-1.2 M TBP-dodecane pre-equilibrated with 0.5 M 

HNO3 + 0.1 M H2C2O4, (b) extracted in 0.1 M CMPO-1.2 M 

TBP-dodecane from 0.01 M UO2(NO3)2 + 0.5 M HNO3 + 0.1 

M H2C2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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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4. Absorption spectra of U(VI): (a) UO2C2O4 dissolved in 0.1 M 

CMPO-1.2 M TBP-dodecane pre-equilibrated with 0.5 M 

HNO3 + 0.1 M H2C2O4 + 1 M NaNO3, (b) extracted in 0.1 M 

CMPO-1.2 M TBP-dodecane from 0.01 M UO2(NO3)2 + 0.5 

M HNO3 + 0.1 M H2C2O4 + 1 M NaNO3.

    Fig. 4.1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0.5 M 질산 및 0.1 M 옥살산 매질의 

질산우라늄 수용상에서 유기상(0.1 M CMPO-1.2 M TBP-dodecane)으로 

추출된 U(VI)의 흡수 스펙트럼과 0.5 M 질산 및 0.1 M 옥살산 수용액과 미

리 평형 시킨 동일한 유기상에  옥살산 우라늄을 용해시킨 다음 측정한 흡

수 스펙트럼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질산/옥살산 매질의 질산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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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5. Absorption spectra of U(VI): (a) extracted in 0.1 M 

CMPO-1.2 M TBP-dodecane from 0.01 M UO2(NO3)2 + 0.5 

M HNO3 + 0.1 M H2C2O4, (b) extracted in 0.1 M CMPO-1.2 

M TBP-dodecane from 0.01 M UO2(NO3)2 + 0.5 M HNO3 + 

0.1 M H2C2O4 + 1 M NaNO3.

늄의 수용상에서 유기상으로 추출된 우라늄은 옥살산 우라늄으로 생각된다. 

Fig. 4.1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0.5 M 질산, 0.1 M 옥살산 및 1 M 질산나

트륨 매질의 질산우라늄 수용상에서 유기상(0.1 M CMPO-1.2 M 

TBP-dodecane)으로 추출된 U(VI)의 흡수 스펙트럼과 0.5 M 질산, 0.1 M 

옥살산 및 1 M 질산산나트륨 수용액과 미리 평형 시킨 동일한 유기상에  

옥살산우라늄을 용해시킨 다음 측정한 흡수 스펙트럼이 서로 일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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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질산/옥살산/질산나트륨 매질의 질산우라늄의 수용상에서 유기상

으로 추출된 우라늄도 질산/옥살산 매질에서와 같이 옥살산우라늄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Fig. 4.1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산/옥살산 매질의 질산 우라

늄 수용상에서 추출된 U(VI)의 흡수 스펙트럼과 질산/옥살산/질산나트륨 매

질의 질산 우라늄 수용상에서 추출된 U(VI)의 흡수 스펙트럼은 서로 일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용상의 질산이온 농도와 상관없이 유기상으

로 추출되는 착물의 형태는 서로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Fig. 4.1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Log [NO3
-]에 대하여 log D를 플로트한 

결과 직선의 기울기는 1로 얻어져 유기상으로 추출되는 옥살산 이온과 킬레

이트를 형성하고 있는 U(VI)에 질산 이온 1 개가 배위되는 것으로 생각된

다. 그리고 Fig. 4.1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Log [CMPO]에 대하여 log D를 

플로트한 결과 직선의 기울기는 1.2로 얻어져 유기상으로 추출되는 U(VI)에 

CMPO 1분자가 배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결과들로부터 추출 화학종

은 HUO2C2O4NO3.CMPO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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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6. U(VI) distribution ratio vs. nitrate concentration in 0.5 M 

HNO3 and 0.1 M H2C2O4 for extraction with 0.1 M CMPO-1.2 

M TBP-dodec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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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7. U(VI) distribution ratio vs. CMPO concentration in 1.2 M 

TBP-dodecane for extraction at 0.5 M HNO3 and 0.1 M 

H2C2O4.

 나. 우라늄의 역추출

  (1) 개요

     건식개질 공정중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분말화 과정에서 피복관내에 잔

존하는 핵연료물질을 질산에 용해하여 옥살산으로 침전시켜 이를 회수한후 

옥살산 침전여액중에 잔존하는 우라늄을, 여액의 전처리 과정 없이 CMPO로 

추출한 결과 거의 정량적으로 추출되어 CMPO로 추출된 우라늄의 역추출 

실험을 수행하 다. 역추출제로 옥살산 및 탄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역 추출

시험을 수행한 결과 옥살산 및 탄산나트륨으로 역 추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나 역 추출제 농도, 추출제 농도, 추출제에 추출된 질산 농도 및 온도가 

역 추출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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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험

     옥살산은 독일 Merck 사 제품(99%, A.C.S. reagent), 탄산 나트륨은 

일본 Ishisu 사 제품(99+%, Extra Pure), 질산 및  염산은 독일 Merck 사 

제품을 사용하 다. 

    역추출 시 같은 부피의 수용상과 유기상을 시험관에 넣고 실리콘 고무 

마개로 막은 다음, 25 ℃로 유지한 항온 진탕기에서 20분간 진탕하여 금속

이온이 평형에 도달하게 한 다음, 원심분리(3,000 rpm, 20분)에 의하여 상 

분리를 한 후에 일정량의 수용상을 취하여 금속원소를 분석하고, 수용상의 

처음 금속농도와 역추출한 후의 수용상의 금속 농도 차에 의하여 유기상의 

금속농도를 구하 다. 예비실험에서 역추출 시 진탕 시간이 5분 이상이면 

금속이온이 분배평형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 다. 수용상의 금속농도는 

ICP/AES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역 추출제 농도에 따른 분배 비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옥살산침전 여액(1.83 M 질산, 0.25 M 옥살산, 3.749 g/L 우라늄)과 유기용

매(0.2 M CMPO-1.2 M TBP-dodecane)의 부피비를 1:2로 하여 우라늄을 

추출한 유기용액(1.853 g/L 우라늄)을 사용하고, 옥살산 농도는 0.15 ∼ 0.90 

M의 범위, 탄산나트륨의 농도는 0.6 ∼ 1.8 M 범위에서 변화시켰다.

    CMPO 농도에 따른 역추출 시  분배 비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

에서는, 옥살산침전 여액(1.83 M 질산, 0.25 M 옥살산, 3.749 g/L 우라늄)과 

0.08 ∼ 0.20 M CMPO(in 1.2 M TBP-dodecane)농도 범위의 유기용매의 

부피비를 1:1로 하여 우라늄을 추출한 유기용액(3.63 - 3.73 g/L 우라늄)을 

사용하고, 역 추출에 사용한 옥살산 농도는 1 M이고 탄산나트륨의 농도는 

1.8 M 이 다.

    유기용매에 추출된 질산농도가 역 추출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옥살산 침전여액(1.83 M 질산, 0.25 M 옥살산, 3.749 g/L 우라

늄)에 질산을 가하여 질산농도를 1.83 ∼ 6.68 M 범위에서 변화시킨 후 이

것과 0.1 M CMPO-1.2 M TBP-dodecane의 부피비를 1:1로하여 우라늄을 

추출한 유기용액(1.80 - 1.87 g/L 우라늄)을 사용하고, 역 추출에 사용한 옥

살산 농도는 1 M이고 탄산나트륨의 농도는 1.8 M 이 다.  

    온도 변화(25 - 50 ℃)에 따른 분배 비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역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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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실험에서는, 옥살산 침전여액(1.83 M 질산, 0.25 M 옥살산, 3.749 g/L 우

라늄)과 유기용매(0.2 M CMPO-1.2 M TBP-dodecane)의 부피 비를 1:2로 

하여 우라늄을 추출한 유기용액(1.853 g/L 우라늄)을 사용하 다.

  (3) 결과 및 고찰  

   (가) 옥살산에 의한 우라늄의 역 추출

        옥살산 농도에 따른 우라늄의 분배 비는 Fig. 4.13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옥살산 농도 증가에 따라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CMPO 농도에 따른 우라늄의 분배 비는 Fig. 4.139.에 나타낸 바와 같이 

CMPO 농도 감소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CMPO 농도 0.1 M 이

하에서 1 M 옥살산으로 우라늄의 역 추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라늄의 추출 시 0.1 M의 CMPO 농도에서도 우라늄의 추출효율이 매우 

높아 우라늄의 추출 및 회수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상에 추

출된 질산이 우라늄의 분배 비에 미치는 향은 Fig. 4.14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기상에 추출된 질산의 농도 감소에 따라 우라늄의 분배 비는 상당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유기상에 추출된 질산이 우라늄의 

역추출 시 수용상으로 역 추출되어 옥살산의 해리를 억제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옥살산의 해리 억제에 의한 옥살산 이온의 농도가 감소되어, 유기상으

로 추출되지 않는 옥살산 이온이 2개 이상 배위된 우라늄의 옥살산 착물 형

성의 감소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Fig. 4.1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옥살

산 농도증가에 따른 분배 비의 감소도 이와 같은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 

Fig. 4.1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배 비는 온도증가에 따라서 약간 감소하

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나) 탄산나트륨에 의한 우라늄의 역추출

        탄산나트륨 농도에 따른 우라늄의 분배 비는 Fig. 4.14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탄산나트륨의 농도증가에 따라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향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 비는 모든 경우 0.4 이

하로 낮은 농도의 탄산나트륨으로도 우라늄의 역 추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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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8. U(VI) distribution ratio vs. H2C2O4 concentration for stripping 

from 0.2 M CMPO-1.2 M TBP-dodecane with H2C2O4.

타났다. 유기상의 CMPO 농도에 따른 우라늄의 분배 비는 Fig. 4.143.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우라늄추출 시 사용된 CMPO 농도에는 거의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상에 추출된 질산이 우라늄의 분배 비에 미치는 

향은 Fig. 4.14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기상에 추출된 질산농도의 감소에 

따라 우라늄의 분배 비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향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4.1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가 30 ℃ 

까지는 우라늄(VI)의 분배 비가 약간 증가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거의 변화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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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9. U(VI) distribution ratio vs. CMPO concentration in 1.2 M  

TBP-dodecane for stripping with 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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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0. Effect of extracted HNO3 concentration in 0.1 M CMPO-1.2 M 

TBP-dodecane for stripping with 1 M H2C2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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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1. U(VI) distribution ratio vs. temperature for stripping from 0.2 

M CMPO-1.2 M  TBP-dodecane with 1 M H2C2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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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2. U(VI) distribution ratio vs. Na2CO3 concentration for stripping 

from 0.2 M CMPO-1.2 M TBP-dodecane with Na2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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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3. U(VI) distribution ratio vs. CMPO concentration in 1.2 M 

TBP-dodecane for stripping with 1.8 M Na2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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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4. Effect of extracted HNO3 concentration in 0.1 M CMPO-1.2 M 

TBP-dodecane for stripping with 1.8 M Na2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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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5. U(VI) distribution ratio vs. temperature for stripping from 0.2 

M CMPO-1.2 M TBP-dodecane with 1.8 M Na2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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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Mixer Settler에 의한 우라늄의 추출 및 역추출

  (1) 개요

     건식개질 공정중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분말화 과정에서 피복관내에 잔

존하는 핵연료물질을 질산에 용해하여 옥살산으로 침전시켜 이를 회수한후 

옥살산 침전여액중에 잔존하는 우라늄을, 여액의 전처리 과정 없이 CMPO로 

추출한 후 옥살산 혹은 탄산나트륨으로 역추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옥살산에 역추출된 우라늄은 옥살산침전 공정으로 순환시켜 우라늄을 회수

할 수 있고 탄산나트륨으로 역추출할 경우 별도의 회수공정이 필요하다. 그

래서 추출제로  CMPO를. 역추출제로 옥살산을  선택하여 향류(counter 

current)에 의한, mixer settler의 각단에서의 추출율 및 역추출율을 조사하

다.  그 결과  CMPO에 의한 추출은 3단에서 우라늄이 거의 정량적으로 

추출되고, 옥살산에 의한 역추출은 6단에서 거의 정량적으로 역추출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옥살산에 의한 역추출 시 9단 및 10단에서 제3상이 형성되

었으나 이것은 실험당시 낮은 실내온도(10 ℃ 내외)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2) 실험

     용매추출 실험에 사용한 옥살산 침전여액은 모의 옥살산 침전여액(U: 

3.749 g/L, Pd: 0.284 g/L, Nd: 0.0854 g/L, HNO3: 1.83 M, H2C2O4: 0.25 M)

을 제조하여 사용하 다. 모의 옥살산 침전여액에서 우라늄을 추출한 0.1 M 

CMPO-1.2 M TBP-dodecane 유기용액(U: 2.99 g/L, Pd: 0.015 g/L, Nd: 

0.054 g/L)을 역추출실험에 사용하 다. 용액중의 금속농도는 ICP/AES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Fig. 4.146.은 추출 및 역추출실험을 위한 mixer settler의 운전 흐름도

이다. 사용한 mixer settler는 10단으로 투명한 plexiglass로 만들었고, mixer

와 settler의 체적은 각각 7.3 cm3와 37.6 cm3 이고 settler에서의 유기상과 

수용상의 계면의 면적은 5.8 cm2이다. 혼합은 perforated paddler 타잎의 교

반기를 사용하 고 교반속도는 2000 rpm으로 하 다. 펌프는 plunger 타잎

으로 유속정확도가 1.0 mL/min에서 2 %인 린기기 M 930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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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nt

0.1 M CMPO-
1.2 M TBP-
Dodecane

2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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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3.749 g/L
Pd : 0.284 g/L
Nd : 0.0854 g/L
HNO3 : 1.83 M

H2C2O4 : 0.2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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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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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M H2C2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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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6. Experimental flow sheet.

  (3) 결과 및 고찰

     10단의 mixer settler에서 향류(counter current)에 의하여 옥살산 침전

여액(1.83 M 질산, 0.25 M 옥살산, 3.749 g/L 우라늄, 0.284 g/L 팔라듐, 

0.0854 g/L 네오디뮴)으로부터 CMPO로 우라늄을 추출시 mixer settler 각

단의 수용상 및 유기상에서의 우라늄농도 분포는 Fig. 4.147.∼4.148.과 같고, 

팔라듐 및 네오디뮴의 농도분포는 각각 Fig. 4.149.∼4.150. 및 Fig. 4.151.∼

4.1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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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7. U(VI) concentration profile in the aqueous phase for counter 

current extraction.

Organic : 0.1 M CMPO-1.2 M TBP-dodecane.

Aqueous : 1.83 M HNO3-0.25 M H2C2O4 (scrub and feed), Pd(II) 0.284 

g/L, Nd(III) 0.085 g/L, U(VI) 3.749 g/L in the feed.

Flux : feed 2 mL/min, scrub 2 mL/min, solvent 2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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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8. U(VI) concentration profile in the organic phase for counter 

current extraction.

Organic : 0.1 M CMPO-1.2 M TBP-dodecane.

Aqueous : 1.83 M HNO3-0.25 M H2C2O4 (scrub and feed), Pd(II) 0.284 

g/L, Nd(III) 0.085 g/L, U(VI) 3.749 g/L in the feed.

Flux : scrub 2 mL/min, feed 2 mL/min, solvent 2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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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9. Pd(II) concentration profile in the aqueous phase for counter 

current extraction.

Organic : 0.1 M CMPO-1.2 M TBP-dodecane.

Aqueous : 1.83 M HNO3-0.25 M H2C2O4 (scrub and feed), Pd(II) 0.284 

g/L, Nd(III) 0.085 g/L in the feed.

Flux : scrub 2 mL/min, feed 2 mL/min, solvent 2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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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0. Pd(II) concentration profile in the organic phase for counter 

current extraction.

Organic : 0.1 M CMPO-1.2 M TBP-dodecane.

Aqueous : 1.83 M HNO3-0.25 M H2C2O4 (scrub and feed), Pd(II) 0.284 

g/L, Nd(III) 0.085 g/L, U(VI) 3.749 g/L in the feed.

Flux : scrub 2 mL/min, feed 2 mL/min, solvent 2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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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1. Nd(III) concentration profile in the aquesous phase for counter 

current extraction.

Organic : 0.1 M CMPO-1.2 M TBP-dodecane.

Aqueous : 1.83 M HNO3-0.25 M H2C2O4 (scrub and feed), Pd(II) 0.284 

g/L, Nd(III) 0.085 g/L, U(VI) 3.749 g/L in the feed.

Flux : scrub 2 mL/min, feed 2 mL/min, solvent 2 mL/min.



- 284 -

Stage0 1 2 3 4 5 6 7 8 9 10 11

N
d 

co
nc

en
tra

tio
n 

in
 o

rg
an

ic
 p

ha
se

(p
pm

)

0

10

20

30

40

50

Solvent Feed Scrub

Fig. 4.152. Nd(III) concentration profile in the organic phase for counter 

current extraction.

Organic : 0.1 M CMPO-1.2 M TBP-dodecane.

Aqueous : 1.83 M HNO3-0.25 M H2C2O4 (scrub and feed), Pd(II) 0.284 

g/L, Nd(III) 0.085 g/L, U(VI) 3.749 g/L in the feed.

Flux : scrub 2 mL/min, feed 2 mL/min, solvent 2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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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1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출의 세 번째 단인 mixer settler의 3

단에서 우라늄은 거의 대부분 추출되어 주입되는 우라늄의 99.9 %이상이 

추출되고 수용상에 남아있는 우라늄 농도는 0.7 ppm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 3단의 수용상에 남아있는 팔라듐은 약 120 ppm으로(Fig. 4.149.) 주입되

는 팔라듐의 약 42 %에 해당되고, 수용상에 남아있는 네오디뮴은 약 15 

ppm으로(Fig. 4.149.) 주입되는 네오디뮴의 약 18 %에 해당된다. Fig. 4.150.

에서 보면 유기층의 세정에 의한 팔라듐의 유기층에서의 제거효과는 세정의 

첫 번째 단인 mixer settler의 6단에서 약 65 %가 제거되고 세정 단수 증가

에 의한 세정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4.152.에서 보면 유기

층의 세정에 의한 네오디뮴의 제거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결과로부터 우라늄의 회수목적으로 mixer settler를 사용하는 경우 3단

의 mixer settler로 우라늄을 99.9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단의 mixer settler에서 향류에 의하여, 우라늄을 함유하고 있는 유기

용액, 0.1 M CMPO-1.2 M TBP-dodecane(U(VI) 2.99 g/L, Pd(II) 0.015 

g/L, Nd(III) 0.054 g/L)으로부터  옥살산으로 우라늄을 역추출시 mixer 

settler 각단의 수용상 및 유기상에서의 우라늄농도 분포는 Fig. 4.153., 

4.154.과 같고, 팔라듐 및 네오디뮴의 농도분포는 각각 Fig. 4.155., 4.156. 및 

Fig. 4.157., 4.158.과 같다.

    Fig. 4.153.에서 보면 역추출되는 유기상의 여섯 번째 단인 

mixer-settler의 6단의 유기상에 남아있는 우라늄의 농도는 약 1.1 ppm으로 

주입되는 유기상의 우라늄의 99.9 %이상이 역추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4.154.에서 수용상에 의한 역추출의 마지막 열 번째 단인 mixer settler

의 1단의 수용상의 우라늄 농도가 그 바로 앞단의 농도보다 크게 떨어짐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mixer settler 운전시 낮은 실내온도(10 ℃ 내외)때문

에 생성된 제3상으로 우라늄이 이동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하여 팔라듐 농도가 mixer settler의 1단의 수용상에서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Fig. 4.156.에서 볼 수 있고 그 향은 우라늄에 비하여 훨씬 큰 것으

로 나타나고, 네오디뮴의 경우에는 제3상으로의 네오디뮴의 이동이 없는 것

으로 보인다(Fig. 4.158.). 이상의 결과로부터 옥살산으로 역추출할 때 상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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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온도에서 mixer settler를 운전해야 하고 6단의 mixer settler로 우라

늄을 거의 정량적으로 역추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Stage0 1 2 3 4 5 6 7 8 9 10 11

U
(V

I) 
co

nc
en

tra
tio

n 
in

 th
e 

or
ga

ni
c 

ph
as

e(
pp

m
)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Fig. 4.153. U(VI) concentration profile in the organic phase for counter 

current stripping.

Organic : Pd(II) 0.015 g/L, Nd(III) 0.054 g/L, U(VI) 2.99 g/L in 0.1 M 

CMPO-1.2 M TBP-dodecane.

Aqueous : 0.8 M H2C2O4.

Flux : strip 2 mL/min, solvent 2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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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4. U(VI) concentration profile in the aqueous phase for counter 

current stripping.

Organic : Pd(II) 0.015 g/L, Nd(III) 0.054 g/L, U(VI) 2.99 g/L in 0.1 M 

CMPO-1.2 M TBP-dodecane.

Aqueous : 0.8 M H2C2O4.

Flux : strip 2 mL/min, solvent 2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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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5. Pd(II) concentration profile in the organic phase for counter 

current stripping.

Organic : Pd(II) 0.015 g/L, Nd(III) 0.054 g/L, U(VI) 2.99 g/L in 0.1 M 

CMPO-1.2 M TBP-dodecane.

Aqueous : 0.8 M H2C2O4.

Flux : strip 2 mL/min, solvent 2 mL/mi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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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6. Pd(II) concentration profile in the aqueous phase for counter 

current stripping.

Organic : Pd(II) 0.015 g/L, Nd(III) 0.054 g/L, U(VI) 2.99 g/L in 0.1 M 

CMPO-1.2 M TBP-dodecane.

Aqueous : 0.8 M H2C2O4.

Flux : strip 2 mL/min, solvent 2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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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ppm

Fig. 4.157. Nd(III) concentration profile in the organic phase for counter 

current stripping.

Organic : Pd(II) 0.015 g/L, Nd(III) 0.054 g/L, U(VI) 2.99 g/L in 0.1 M 

CMPO-1.2 M TBP-dodecane.

Aqueous : 0.8 M H2C2O4.

Flux : strip 2 mL/min, solvent 2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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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8. Nd(III) concentration profile in the aquesous phase for counter 

current stripping.

Organic : Pd(II) 0.015 g/L, Nd(III) 0.054 g/L, U(VI) 2.99 g/L in 0.1 M 

CMPO-1.2 M TBP-dodecane.

Aqueous : 0.8 M H2C2O4.

Flux : strip 2 mL/min, solvent 2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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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맥동탑에서 다성분 추출계에 대한 동적 모델링

 가. 모델링

  (1) 수학적 모델

   Fig. 195.는 countercurrent 추출탑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탑의 길이

는 L이다. 수용액(X)상은 z=L인 탑상부에서 공급되고 z=0인 탑하부로 배출

된다. 유기(Y)상은 z=0인 지점에서 공급되고 z=L인 지점으로 배출된다.

  추출탑의 각 부분에서 일어나는 분배, 분산 및 대류등을 나타내기 위하

여 참고문헌[76]에서 채택한 것과 유사한 '미분 연속(differentially 

continous)' 모델을 채택하 다. 반경 및 축둘레 방향으로의 농도변화가 무시

할 만하며 각 상의 축방향 분산계수(dispersion coefficient)가 일정하다고 가

정하면, X와 Y상의 j번째 성분에 대한 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ϕ x
∂x j
∂t

= Ex
∂
2
x j

∂z
2 + ux

∂x j
∂z

- Kj a(x j-x
*
j ) + ∑Rxjϕ x  (4.51)

ϕ y
∂y j
∂t

= Ey
∂2y j

∂z
2 + uy

∂y j
∂z

+ Kj a(x j-x
*
j ) + ∑Ryjϕ y  (4.52)

여기서,

               y j = mjx
*
j                                           (4.53)

이다. 그리고, 상기의 방정식에서 ϕ i,Ei, ui와 Rij는 각각 holdup, 축방향 분

산계수, superficial velocity와 j번째 성분의 생성속도를 나타낸다. 하첨자 x

와 y는 각각 X상과 Y상을 표시한다. xj와 yj는 X상과 Y상에서의 j번째 성

분의 농도이며, Kj는 j번째 성분의 수용액상에서 유기상으로의 물질전달계수

이고 mj는 j번째 성분의 분배계수이다.

  적용된 경계조건

       

∂x j
∂z

= 0,  -Ey
∂y j
∂z

= uy(y j, in- y j)   at z= 0      (4.54)

∂y j
∂z

= 0,  -Ex
∂x j
∂z

= ux(x j, in- x j)   at z= L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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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j = x j,0,   y j = y j,0                   at t= 0        (4.56)

이다. 경계조건 (4.54)와 (4.55)는 소위 ‘Danckwerts' 경계조건[77]이며, 식 

(4.56)은 초기조건을 나타낸다.

                        Y-out     X-in

                                z = L

                                               z

                                                 z = 0

                        Y-in     X-out

Fig. 159.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n ex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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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치해석 방법

     지배방정식 (4.51)과 (4.52)는 연립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계이다. 이들을 

유한요소법에 근거하여 공간에 대한 discretization을 실시하면, 경계조건 및 

초기조건 (4.54), (4.55), (4.56)을 포함하는 연립 비선형 상미분 방정식계로 

변환된다. 이 방정식계의 시간에 대한 변화는 predictor/multicorrector 방법

[78]에 근거하여 예측되었다.

    추출탑의 전구간은 70개의 등간격 선형요소(71개의 격자점)로 분할되었

다. 계산은 HP 715/50 workstation에서 수행되었고, 한 time step을 계산하

는데 요구되는 CPU time은 2분이었다.

    한편 전술한 모델에 근거한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매개변수의 값으로 

Purex 공정의 경우는 PULCO[79]에 보고된 값들을 사용하 고, Zr 추출계의 

경우는 ux와 uy는 조작조건으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고, ϕ x, ϕ y, E x
 및 

E y
는 실험을 통하여 측정하거나 기존에 보고된 경험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ϕ x와 ϕ y는 제 4장에 보고한 실험치를 E x
와 E y

는 

PULCO에서 제시한 경험식을 사용하 다[79].

    수용액상의 축방향 분산계수, Ex는

      E x = 0.35 (
ΔZ
D T

)
2
3 (
d N
ε
)( A 'f ϕ x+

F d

2
)                (4.57)

와 같이 계산되고, 여기서 Fd는 분산상의 superficial velocity(cm/s), DT는 

탑의 내경(cm), ΔZ는 다공판의 간격(cm), ε은 다공판의 공극률, dN은 다공

판 구멍의 지름(cm), A'은 맥동진폭(cm/cycle), f는 맥동진동수(cycle/s)이다.

    유기상의 축방향 분산계수 E y
는

        E y = 0.25 (
ΔZ
D T

)
2
3
(
d N
ε
)( A

'
f ϕ y+

F c

2
)              (4.58)

로 계산되며, 위식에서 F c
는 연속상의 superficial velocity(cm/s)를 나타낸

다.  그리고 용질의 분산계수와 총괄물질전달 계수는 제 4장에 보고된 실험

치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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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산모사 결과 및 고찰

   Zirconium chloride oxide octahydrate - nitric acid - TBP in 

kerosene에 대한 맥동추출탑의 조작변수와 추출성능과의 상관관계를 예측하

기 위한 동적모델링이 수행되었다. 계산의 대상으로 삼은 추출탑의 내경과 

높이는 각각 10.2cm와 280cm로 본 연구에서 설치한 맥동탑과 같다. 수용액

상과 유기상의 유량비는 Table 4.19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실험에서 측정한 맥

동탑 조작조건 범위 내에서 6가지 경우를 선택하 다. 이 모든 경우에 pulse 

amplitude는 2.5 cm/cycle이고, 맥동탑에 주입되는 연속상의 Zr 농도는 100 

ppm이었다.

 Fig. 160은 case 1 ∼ 3에 대하여 추출되는 Zr의 시간에 따른 농도변화를 

모델링한 결과와 실험에 의하여 측정된 값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가지 경우 모두 모델링 결과는 추출탑에서의 시간에 

다른 농도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계산에 의하면 추출탑은 약 

1시간 이상 운전하면 거의 정상상태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Fig. 161은 정

상상태에 도달했을 때 탑에서 연속상의 Zr의 농도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같이 유기상의 유량이 많을수록 추출되는 Zr의 양은 많

아진다. Fig. 162.에서는 case 4 ∼ 6에 대하여 맥동탑의 동적 거동에 대한 

실험치와 모델링 결과를 비교하 다. 이 경우 역시 모델링 결과는 실험치의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Fig. 163.에서는 case 4 ∼ 6에 대하여 탑내에서 

정상상태에서의 연속상의 Zr의 농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Fig. 161.

과 비교할 때 같은 유기상의 유량에 대하여 pulse frequency가 클 때 Zr의 

추출양이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맥동탑 모사코드는 맥동 추출계의 동적거동

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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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19. Operating conditions for modelling

Flow rate (L/h) Pulse frequency

(cycle/s)Aqueous phase Organinc phase

Case 1 60 43.7 27

Case 2 60 60.0 27

Case 3 60 127.4 27

Case 4 60 43.8 47

Case 5 60 60.0 47

Case 6 60 127.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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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0. Comparison of modeling results with experimental measurements 

for the case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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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1. Distributions of solute concentration within the column for the 

case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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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2. Comparison of modeling results with experimental measurements 

for the case 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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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3. Distributions of solute concentration within the column for the 

case 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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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안전해석

제1절 핵임계 안전해석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된 고방열 방사성 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 등 

핵분열생성물을 제거하고 악티나이드와 란타나이드 원소등을 포함한 핵분열 

생성물을 금속화하여 저장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이 방식은 고방열 방

사성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저장을 조 하게 할 수 있고 부피도 줄일 수 있

기 때문에 저장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적합한 크기의 금속저장체를 

만들어 저장함으로써 핵임계 관점에서도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 공정과 금속저장체의 저장에 대한 핵임계도 

분석을 수행하 다. 먼저 전산코드의 검증을 수행하고, 각 공정별 요소장치

와 mock-up 시험시설에 대한 핵임계 안전해석과 금속저장체 저장에 대한 

핵임계 안전조건을 도출하 다. 또한 조사재시험시설(IMEF) 예비핫셀에 사

용후핵연료 금속전환 공정을 설치/운전했을 때에 대한 핵임계 안전해석 및 

차폐해석을 수행하 다.  

1. 전산코드의 검증

  핵임계도 계산코드로 MCNP 코드[1]와 SCALE[2]의 CSAS6 모듈[3]을 주

로 사용한다. 그리고 핵종량 계산코드는 ORIGEN2[4,5] 및 SCALE의 

SAS2H 모듈[6]이 있다. 이들 코드에 대한 검증계산을 수행하고 각 코드에 

의한 계산편차를 결정하 다. 

 가. 핵임계도 계산코드의 검증

  (1) MCNP 코드의 검증

     MCNP코드는 몬테칼로 코드로서 핵군단면적을 사용하지 않고 점상

(point-wise) 핵자료를 사용한다. 이 코드는 미국의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에서 핵무기 설계해석용으로 2 차 대전시 처음 개발되었다. 대상 핵물질계의 

기하학적인 묘사 기능이 매우 뛰어나 다양한 형태의 핵물질계를 모사할 수 

있다. 또한 차폐계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핵물질 취급시설 및 장치에 대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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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및 핵임계 안전성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 ENDF/B-V와 IV[7,8]의 검증계산 목적으로 수행하여 발표한 핵

임계실험평가 결과를 입수하 으며, 이 결과 중에서 MCNP / ENDF/B-V 

시스템에 대한 검증계산 결과를 발췌하여 Table 5.1에 제시하 다[9]. 계산상

의 오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금속전환공정중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질산용액

에 용해된 상태와 분말 상태 및 금속 상태 등에 대한 코드의 검증계산이 필

요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증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실험자료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Table 5.1에 제시한 검증계산 자료를 활용하 다. 

일부 실험자료에 대해서는 실제로 계산하여 확인하 다. 

    Table 5.1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핵임계실험에 대한 검증계산에서 

대체로 MCNP / ENDF/B-V의 계산결과가 실험치와 잘 일치한다. Table 5.1

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용액상태에 대한 핵임계도 차이는 금속인 경우보다 

상당히 큰 오차를 나타내고 있으나 질산 플루토늄 용액인 경우에는 계산값

이 실험치에 비하여 과대평가되고 있으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Table 5.1의 검증자료를 용액상태와 금속상태에 대한 자료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MCNP 코드의 계산오차 결정에 활용하 다. 

평균계산오차와 표준편차는 각 분산의 역수로 가중평균해서 다음과 같은 식

으로 결정하 다. 

 

(5.1)Δk = 

∑
i

Δk i

σ 2Δk i

∑
i

1

σ 2Δk i

                                                                           

                                                                       
    

(5.2)σΔk
2
 = 

N
N-1  [ 

∑(
Δk i 
σΔk i

) 2

∑(
1 

σ 2Δk i
)
 - Δk

2
 ]                                                                   

    핵물질별로 Table 5.1의 검증계산결과를 분류하고, 식(5.1)과 (5.2)를 사

용하여 평균계산오차와 그에 대한 표준편차를 결정하 다. 세가지 상태에 대

한 코드의 계산편차는 Table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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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Comparison between keff calculated using MCNP/ENDF-V     

 and benchmark keff

Case Benchmark keff MCNP/ENDF-Vkeff △k

 Jezebel 1.0000±0.0020 0.9975±0.0006 -0.0025±0.0021

 Jezebel-233 1.0000±0.0020 0.9994±0.0006 -0.0068±0.0012

 Jezebel-240 1.0000±0.0010 0.9932±0.0006 -0.0006±0.0021

 Pu sphere in water 1.0000±0.0010 0.9999±0.0006 -0.0001±0.0012

 PNL-1 1.0 1.0146±0.0010  0.0146±0.0010

 PNL-2 1.0 1.0060±0.0010  0.0060±0.0010

 PNL-3(Rev.) 1.0000±0.0052 1.0021±0.0008 -0.0021±0.0053

 PNL-4(Rev.) 1.0000±0.0052 1.0094±0.0008  0.0094±0.0053

 PNL-5 1.0 1.0088±0.0009  0.0088±0.0009

 Pu nitrate sphere 1.0000±0.0055 1.0126±0.0009  0.0126±0.0056

 Pu nitrate sphere, low Pu-240 1.0000±0.0056 1.0116±0.0009  0.0116±0.0057

 Pu nitrate sphere, dilute 1.0000±0.0055 1.0104±0.0007  0.0104±0.0056

 Godiva 1.0000±0.0010 0.9984±0.0006 -0.0017±0.0012

 Topsy sphere 1.0000±0.0009 1.0027±0.0006  0.0027±0.0031

 Jemima pairs 0.9988±0.0009 1.0025±0.0006  0.0037±0.0011

 Jemima triplets 0.9988±0.0009 1.0053±0.0006  0.0066±0.0011

 HEU sphere in water 0.9988 0.9965±0.0008 -0.0020±0.0008

 HEU cube in water 1.0000±0.0010 1.0034±0.0008  0.0024±0.0013

 ORNL-1 1.003 1.0005±0.0006  0.0002±0.0006

 ORNL-2 0.9998 0.9981±0.0006 -0.0017±0.0006

 ORNL-4 0.9999 0.9961±0.0006 -0.0028±0.0006

 ORNL-10 1.0003 0.9996±0.0004 -0.0007±0.0004

 ORNL-10 1.0003 0.9996±0.0004 -0.0007±0.0004

 Uranyl nitrate cylinder 1.0000±0.0019 1.0000±0.0019  0.0068±0.0021

 B&W core XI, load 8 1.0007±0.0005 0.9976±0.0007 -0.0033±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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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Calculation error of MCNP code and maximum allowable    

multiplication factor

State of spent fuel △k±σ△k Ecode
Maximum allowable 

multiplication factor

Solution -0.0021±0.0053 0.018 0.932

Powder -0.0021±0.0053 0.018 0.932

Metal ingot -0.0068±0.0024 0.014 0.936

 

    검증실험자료와 계산대상과의 이질성을 고려해서 99 % 이상의 신뢰도를 

갖도록 계산편차를 결정하 다. 즉, 3σ까지 고려하여 Table 5.2에 제시한 각 

상태에 대한 코드의 계산편차(Ecode)를 결정하 다. 미임계한계치, keff=0.95 

[10-14]에서 계산편차를 차감해서 핵물질별 최대허용핵임계도값을 결정하여 

Table 5.2의 마지막 칸에 제시하 다. 핵임계도 계산값이 최대허용핵임계도

값 이하이면 핵임계 안전성이 보장된다.

  (2) SCALE4.4의 CSAS6의 검증

     SCALE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핵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열해석, 핵임계 

안전해석 및 차폐해석 등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CSAS6 모듈은 핵임계 

안전해석용으로서 계산대상에 적합한 라이브러리를 생산하고, 이를 KENO- 

VI 코드[15]에 입력시켜 핵임계도 계산을 수행케 한다. 본 연구에서는 

SCALE4.4의 CSAS6 모듈을 UO2, MOX, 용액 및 금속 핵물질의 핵임계 실

험장치를 기준으로 검증하고, 각각에 대한 계산편차를 결정하 다. 

   (가) CSAS6의 구성

      CSAS6 모듈[2]에는 다섯 가지의 계산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Fig. 

5.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서로 연계하여 핵자료 생산과 핵임계도 계산을 수행

한다. BONAMI[16]와 NITAWL-II[17]는 공명 역의 자기차폐 효과를 계산

하는 코드이다. BONAMI에서는 본다렌코 방법을 사용하여 자기차폐 효과를 

계산한다. 이는 좁은 공명 역인 고속에너지 역에서 잘 맞고 계산모델이 

단순하며 계산시간이 빠른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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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Flowchart of CSAS6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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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TAWL-II는 노드하임(Nordheim) 적분법을 사용하여 공명 역의 자기

차폐계산을 수행한다. NITAWL-II 이전버전에서는 미 분해 공명 역에 대한 

공명적분도 수행하 으나 NITAWL-II에서는 이 부분을 제거하고 BONAMI

에서 수행하도록 하 다. XSDRNPM[18]는 NITAWL-II에서 생산한 라이브

러리를 이용하여 대상 핵물질계의 기하학적 구조에 대하여 1차원 각분할 방

법을 사용하여 핵단면적을 생산한다.

    KENO-VI에서는 NITAWL-II나 XSDRNPM에서 생산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3차원 다군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핵임계도 값을 계산한다. 

   (나) 핵자료 특성

      본 연구에서는 44 군 라이브러리[19]를 CSAS6의 핵자료로 사용하

다. 44 군 라이브러리[19]는 238 군 중성자 라이브러리[20]를 군 축약하여 만

든 것으로 ENDF/B-V 핵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일부 핵종에 대하여

는 ENDF/B-VI 핵자료를 이용하여 라이브러리를 구축하 다. SCALE4.4의 

버전에서는 44 군 중성자 라이브러리를 개선된 방법으로 재생산하 다. 라이

브러리의 에너지 군축약 모듈인 MALOCS[21]에서 핵분열에 의한 즉발중성

자와 지발중성자의 분율을 개선하 기 때문이다. 또한 이중으로 적용되던 스

테인레스 스틸의 공명자료를 제거하 으며, 지르코늄 수소화물을 위한 지르

코늄과 수소의 핵단면적이 추가되었다. 

   

   (다) 검증계산 및 계산편차 결정

    ① UO2 신핵연료

       Table 5.3에 제시된 B&W 실험자료[22]를 기준으로 SCALE의 검증

계산을 수행하여 기존의 Holtec의 계산결과[23]와 비교하 다. 그 결과를 

Table 5.4에 제시하 다. Table 5.4에서 27 군 사용시 XI과 XII의 경우에 본 

연구결과가 크게 저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경우에는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도가 4.0 wt% 근방인 UO2 신핵연료 핵임계 실험자료를 기준으로 

검증실험자료[24-29]를 선정하여 Table 5.5에 제시하 다. 이를 기준으로 검

증계산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Table 5.6에 수록하 다. 핵연료의 농축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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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 Characteristics of B&W critical experiments[22]

Core 

No.

Enrichment

(235U wt%)
                      Description

I 2.46 936 rods

II 2.46 9 assemblies, zero pin pitch, soluble boron 1037 ppm

III 2.46 9 assemblies, one pin pitch separated, soluble boron 764 ppm

IV 2.46 9 assemblies, one pin pitch separated, 84 B4C pins

V 2.46 9 assemblies, two pin pitches separated, 64 B4C pins

VI 2.46 9 assemblies, two pin pitches separated, 64 B4C pins

VII 2.46 9 assemblies, three pin pitches separated, 34 B4C pins

VIII 2.46 9 assemblies, three pin pitches separated, 34 B4C pins

IX 2.46 9 assemblies, four pin pitches separated

X 2.46
9 assemblies, three pin pitches separated, 36 Al pins, 

soluble boron 143 ppm

XI 2.46
9 assemblies, one pin pitch separated, 36 Al threaded rods, 

SS isolation sheet, soluble boron 514 ppm

XII 2.46
9 assemblies, two pin pitches separated, 36 Al threaded rods, 

SS isolation sheet

XIII 2.46
9 assemblies, one pin pitch separated, 36 Al threaded rods, 

SS isolation sheet, soluble boron 15ppm, poison plate 5

XIV 2.46
9 assemblies, one pin pitch separated, 36 Al threaded rods, 

SS isolation sheet, soluble boron 92 ppm, poison plate 4

XV 2.46
9 assemblies, one pin pitch separated, 36 Al threaded rods,

SS isolation sheet, soluble boron 395 ppm, poison plate3

XVI 2.46
9 assemblies, two pin pitches separated, 36 Al threaded rods, 

SS isolation sheet, soluble boron 121 ppm, poison plate 3

XVII 2.46
9 assemblies, one pin pitch separated, 36 Al threaded rods, 

SS isolation sheet, soluble boron 487 ppm, poison plate 2

XVIII 2.46
9 assemblies, two pin pitches separated, 36 Al threaded rods, 

SS isolation sheet, soluble boron 197 ppm, poison plate 2

XIX 2.46
9 assemblies, one pin pitch separated, 36 Al threaded rods, 

SS isolation sheet, soluble boron 634 ppm, poison plate 1

XX 2.46
9 assemblies, two pin pitches separated, 36 Al threaded rods, 

SS isolation sheet, soluble boron 320 ppm, poison plate 1

XXI 2.46
9 assemblies, three pin pitches separated, 36 Al threaded rods, 

SS isolation sheet, soluble boron 72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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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 Benchmark calculation results of B&W experiments

Core

case

Experimental

data

B&W

(KENO-IV)

Holtec

(KENO-Va)

This study

(CSAS6(KENO-VI))

123G 27G 218G 27G 44G

keff σ keff σ keff σ keff σ keff σ keff σ

I 1.0002 0.0005 0.998 0.006 0.9922 0.0006 0.9886 0.0006 0.99069 0.00179 0.99520 0.00219

II 1.0001 0.0005 1.007 0.004 0.9917 0.0005 0.9896 0.0005 0.98974 0.0015 0.99391 0.00147

III 1.0000 0.0006 0.999 0.004 0.9931 0.0005 0.9907 0.0005 0.99129 0.00132 0.99645 0.00130

IV 0.9999 0.0006 1.004 0.007 - - - - 0.98962 0.00176 0.99022 0.00202

V 1.0000 0.0007 1.005 0.005 - - - - 0.98660 0.00211 0.99237 0.00206

VI 1.0097 0.0012 0.998 0.004 - - - - 1.00166 0.00179 1.00110 0.0019

VIII 0.9998 0.0009 0.994 0.005 - - - - 0.98949 0.00204 0.99654 0.00201

VIII 1.0083 0.0012 1.003 0.005 - - - - 0.99682 0.00186 0.99262 0.00164

IX 1.0030 0.0009 0.987 0.005 0.9915 0.0006 0.9884 0.0006 0.98977 0.00188 1.00034 0.00154

X 1.0001 0.0009 0.988 0.004 0.9903 0.0006 0.9871 0.0006 0.99471 0.00183 1.00008 1.00179

XI 1.0000 0.0006 1.015 0.004 0.9919 0.0005 0.9904 0.0005 0.97398 0.00151 0.98179 0.00152

XII 1.0000 0.0007 0.991 0.005 0.9915 0.0006 0.9898 0.0006 0.97676 0.00182 0.98438 0.00185

XIII 1.0000 0.0010 1.008 0.005 0.9945 0.0006 0.9904 0.0006 0.98921 0.00165 0.99464 0.00173

XIV 1.0001 0.0010 1.003 0.004 0.9902 0.0006 0.9885 0.0006 0.98648 0.00175 0.99123 0.00157

XV 0.9998 0.0016 0.995 0.005 0.9836 0.0006 0.9800 0.0006 0.97996 0.00196 0.98801 0.00139

XVI 1.0001 0.0019 0.990 0.005 0.9863 0.0006 0.9817 0.0006 0.98091 0.00188 0.99056 0.00195

XVII 1.0000 0.0010 0.993 0.005 0.9875 0.0006 0.9853 0.0006 0.98698 0.00147 0.99332 0.00164

XVIII 1.0002 0.0010 1.005 0.005 0.9880 0.0006 0.9857 0.0006 0.98743 0.00183 0.99090 0.00169

XIX 1.0000 0.0010 0.991 0.004 0.9882 0.0005 0.9858 0.0006 0.98911 0.00138 0.99241 0.00161

XX 1.0002 0.0011 0.997 0.005 0.9885 0.0006 0.9859 0.0006 0.99069 0.00171 0.99384 0.00138

XXI 1.0002 0.0015 0.981 0.004 0.9862 0.0006 0.9878 0.0006 0.98391 0.00186 0.99118 0.00171

    ksk ∆±∆ -0.00333±0.00895 -0.00946±0.00235 -0.01188±0.00243  -0.01292±0.00523  -.00838±0.00437

Cal. Bias 0.02455         0.01541          0.01801           0.02532          0.0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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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 Characteristics of critical experiments with UO2 LWR fuel    

           cask geometry

Case  

 No.
Case designation

Enrichment

(U-235 wt%)
Description Pitch(mm)

1 BNW1810B 4.02 936 rods, soluble boron 15.11

2 BNW1810C 4.02 4904 rods, soluble boron 15.11

3 BNW1810A 4.02,  2.46 No Gd fuel rod 16.40

4 BAW1231A 4.02 , 2.46 12 Gd fuel rods in inner zone 16.40

5 BAW1231B 4.02 , 2.46 16 Gd fuel rods in inner zone 16.40

6 P2615X14 4.31 360 rods, ss304 plate absorber 25.40

7 P2615X23 4.31 360 rods, cd plate absorber 25.40

8 P2615X31  4.31 360 rods, boral plate absorber 25.40

9 P2827L2B  4.31 312 rods, lead reflector 25.40

10 P2827U2B  4.31 288 rods, uranium reflector 25.40

11 P3314A    4.31 616 rods, boroflex plate 18.92

12 P3314B    4.31 660 rods, boroflex plate 18.92

13 P3602B4   4.31
576 rods, boral plate, steel 

reflector
18.92

14 P3602C4 4.31
576 rods, cadmium plate, steel 

reflector
18.92

15 P3602NON 4.31 576 rods, steel reflector 18.92

16 P3602S4   4.31
576 rods, boron-ss plate, sttel 

reflector
18.92

17 P3926L4A  4.31 576 rods, lead reflector 18.92

18 P3926NOB 4.31 576 rods, 18.92

19 FT214R  4.31 945 rods, flux traps no void 18.91

20 FT214V3 4.31 855 rods, poison plate , flux traps 18.91

21 P4267A  4.31 357 rods, 18.90

22 P4267B  4.31 1237 rods, soluble boron 18.90

23 P4267C  4.31 509 rods, 17.15

24 P4267D  4.31 1192 rods, soluble boron 17.15

25 ANS33BB2 4.742
1296 rods, 50 mm int. polyethylene 

balls in box
13.50

26 ANS33BH2 4.742 1296 rods, 50 mm int. water in box 13.50

27 ANS33BP2 4.742
1296 rods, 50 mm int. polyethylene 

powder in box
13.50

28 ANS33H2  4.742
1296 rods, 50 mm int. water w/o 

box
13.50

29 SAXU56   5.742 Comparison with Mox fuel exp. 14.22

30 SAXU792  5.742 Comparison with Mox fuel exp. 20.12

31 WCAP3269B 5.742 2692 fuel rods, 16 Ag-In-Cd rods,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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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6. Benchmark calculation results of UO2 fuel experiments

 No. Case name CSAS2 This study(CSAS6)

keff s keff s △k

1 BNW1810B 0.99883 0.00114 0.9971 5 0.00154 -0.00285

2 BNW1810C 0.99828 0.00106 0.99779 0.00152 -0.00221

3 BNW1810A  1.00008 0.00109 0.99887 0.00135 -0.00113

4 BAW1231A 0.99593 0.00097 0.99765 0.00175 -0.00235

5 BAW1231B 0.99585 0.00078 0.99612 0.00138 -0.00388

6 P2615X14 0.99815 0.00151 0.99652 0.00159 -0.00348

7 P2615X 23 0.99963 0.00165 0.99771 0.00163 -0.00229

8 P2615X 31 0.99572 0.00151 0.99827 0.00172 -0.00173

9 P2827L2B 1.00963 0.00078 1.00929 0.00092 0.00929

10 P2827U2B 0.99955 0.00135 0.99878 0.00095 -0.00122

11 P3314A 1.00150 0.00154 1.00554 0.00177 0.00554

12 P3314B 1.00023 0.00109 1.01018 0.00152 0.01018

13 P3602B4 1.00031 0.00167 1.00146 0.00193 0.00146

14 P3602C4 0.99895 0.00113 0.99097 0.00132 -0.00903

15 P3602NON 1.00110 0.00151 1.00070 0.00161 0.00070

16 P3602S4 1.00018 0.00155 1.00173 0.00158 0.00173

17 P3926L4A 1.00578 0.00162 1.00926 0.00175 0.00926

18 P3926NOB 1.00010 0.00164 0.99934 0.00163 -0.00066

19 FT214R * 0.99446 0.00149 0.99937 0.00177 -0.00063

20 FT214V3 * 0.99732 0.00109 0.99913 0.00142 -0.00087

21 P4267A * 0.99805 0.00107 0.99794 0.00127 -0.00206

22 P4267B * 1.00564 0.00127 1.00100 0.00154 0.00100

23 P4267C * 0.99982 0.00110 0.99698 0.00131 -0.00302

24 P4267D * 0.99521 0.00131 0.99315 0.00154 -0.00685

25 ANS33BB2 1.00704 0.00110 1.00730 0.00113 0.00730

26 ANS33BH2 1.01248 0.00107 1.01209 0.00130 0.01209

27 ANS33BP2 1.00031 0.00115 0.99683 0.00136 -0.00317

28 ANS33H2 0.99919 0.00114 0.99973 0.00155 -0.00027

29 SAXU56 0.99487 0.00162 0.99783 0.00241 -0.00217

30 SAXU792 0.99902 0.00109 0.99744 0.00194 -0.00256

31 WCAP3269B 1.00314 0.00136 1.00127 0.00155 0.00127

ksk ∆±∆ 0.00053 ± 0.00464     0.00073 ± 0.00531

          Cal. Bias 0.00973     0.01100

*  Using CSAS2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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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별로 계산오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Fig. 5.2에 농축도별로 계산결과를 제시

하 다. 핵연료의 농축도가 4.02 wt%인 경우 계산결과는 실험값보다 작게 

나타났다. 농축도가 4.31 wt%인 경우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실험값에 가깝게 분포하 다. 농축도가 4.742 wt%인 역에서 ANS33BH2 

임계실험 계산결과는 고평가 경향을 보 으며, 가장 큰 오차를 나타냈다. 농

축도가 높은 역인 5.742 wt%의 계산결과가 실험값에 가장 근접하는 결과

를 보 다. Table 5.6에 제시된 바와 같이 UO2 신핵연료에 대한 95/95 신뢰

도 및 확률을 갖는 CSAS6의 계산편차는 0.01100으로 나타났다.

    ② MOX 핵연료

       Table 5.7에 제시된 MOX 핵연료 실험자료[30-32]를 기준으로 핵임

계도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Table 5.8에 수록하 다. Fig. 5.3에는 핵연

료의 농축도별 핵임계도 값을 분류하여 제시하 다. 검증계산에서 사용된 총

플루토늄에 대한 핵분열 플루토늄의 비는 대부분 매우 크며, 이 비에 의한 

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Am-241이 포함된 임계실험의 계산결

과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보다 약간 고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계산결과는 약간 고평가하는 경향을 보 다. 

    검증계산 결과를 토대로 실험값에 대한 계산값의 차이와 표준편차를 구

한 후[8], 이를 기준으로 95/95 신뢰도 및 확률을 갖는 계산편차를 결정하여 

Table 5.8의 마지막 칸에 제시하 다. MOX 핵연료에 대한 계산편차는 

0.00683이다. 이는 UO2 핵연료의 계산편차에 비하여 적은 값으로 MOX 핵연

료에 대하여도 SCALE4.4의 CSAS6 모듈은 정확히 계산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금속 핵물질

       검증용 실험자료[33-34]를 Table 5.9에 제시하 고, 계산결과를 

Table 5.10에 제시하 다. 실험값에 대한 계산값의  차이와  표준편차를 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95/95 신뢰도 및 확률을 갖는 계산편차를 결정하여 

Table 5.10의 마지막 칸에 제시하 다. 검증계산오차의 평균값은 -0.00458로 

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산편차는 다른 핵물질에 비해 매우 큰 

0.02307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자료수가 적은 향도 있지만 Table 5.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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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Initial enrichment influence on keff-values fuel UO2    

         fuel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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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Distribution of keff-values for MOX fuel critical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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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7. Characteristics of critical experiment with MOX LWR fuel 

Case Name

Enrichment

(wt% U-235/

 wt% Pu-239)

Description

 Lattice  

 pitch

 (mm)

    Lattice

water/fuel  

volume ratio

EPRI70UN 0.72/91.835
0 ppm soluble boron, 2 wt% 

PuO2, Am-241
17.78 1.2

EPRI 70B  0.72/91.835
681 ppm soluble boron, 2 wt% 

PuO2, Am-241
17.78 1.2

EPRI87UN 0.72/91.835
0 ppm soluble boron, 2 wt% 

PuO2, Am-241
22.10 1.53

EPRI87B  0.72/91.835
1090 ppm soluble boron, 

2 wt% PuO2 , Am-241
22.10 1.53

EPRI 99UN 0.72/91.835
0 ppm soluble boron, 2 wt% 

PuO2, Am-241
25.15 3.64

EPRI 99B  0.72/91.835
767 ppm soluble  boron, 2 wt% 

PuO2, Am-241
25.15 3.64

SAXTON52 0.72/90.49
Unborated, 22  23 lattice, 

6.6 wt% PuO2
13.21 1.68

SAXTON56 0.72/90.49
Unborated, 19  19 lattice,

6.6wt% PuO2
14.22 2.17

SAXTN56B 0.72/90.49
337 ppm, 21  21 lattice, 6.6 wt% 

PuO2
14.22 2.17

SAXTN735 0.72/90.49
Unborated, 13  13 lattice, 

6.6 wt% PuO2
18.67 4.70

SAXTN792 0.72/90.49
Unborated, 12  12 lattice, 

6.6 wt% PuO2
20.12 5.67

SAXTN104 0.72/90.49
Unborated, 22  23 lattice, 

6.6 wt% PuO2
26.42 10.75

P5803X21*
0.4853

/17.1251
Unborated, 23  25 lattice, Am-241 9.68 3.30

P5803X32*
0.4853

/17.1251
Unborated, 11  15 lattice, Am-241 19.35 17.15

P5803X43*
0.4853

/17.1251
Unborated, 15  20 lattice, Am-241 12.42 6.288

* Using CSAS2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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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8. Benchmark calculation results of MOX fuel experiments

Case  

No.
Case name

KENO-Va This study(KENO-VI)

keff s keff s △k

1 EPRI70UN 0.99786 0.00141 0.99988 0.00127   0.00012

2 EPRI70B 0.99981 0.00140 1.00321 0.00157   0.00321

3 EPRI87UN 1.00195 0.00100 1.00328 0.00270   0.00328

4 EPRI87B 1.00746 0.00121 1.00587 0.00270   0.00587

5 EPRI99UN 1.00358 0.00145 1.00821 0.00291   0.00821

6 EPRI99B 1.00749 0.00088 1.00504 0.00241   0.00504

7 SAXTON52 0.99779 0.00106 1.00261 0.00262   0.00261

8 SAXTON56 0.99828 0.00156 0.99991 0.00198  -0.00009

9 SAXTN56B 0.99675 0.00157 0.99726 0.00283  -0.00274

10 SAXTN735 1.00137 0.00170 1.00143 0.00182   0.00143

11 SAXTN792 1.00644 0.00160 1.00429 0.00312   0.00429

12 SAXTN104 1.00192 0.00163 1.00318 0.00227   0.00318

13 P5803X21 1.00191 0.00106 0.99761 0.00148  -0.00239

14 P5803X32 1.00803 0.00157 1.01001 0.00173   0.01001

15 P5803X43 1.00407 0.00112 1.00404 0.00262   0.00404

           ksk ∆±∆  0.00268 ± 0.00366    0.00237 ± 0.00359

       Cal. Bias  0.00672             0.0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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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9. Characteristics of critical experiments with nuclear material    

           (metal)  

Case name Material
Enrichment

(wt% U-235)
Description   ( mm )

IMF002

Oralloy 93.35 Cylinder disc,   190.50 radius

Tuballoy 0.72 75.18  thickness

HMF002-2

Oralloy 93.35 Cylinder , 51.71  radius

Tuballoy 0.72 254.91  radius

HMF002-3

Oralloy 93.35 Parallelepiped, 101.60×101.60×93.00 

Tuballoy 0.72              508.00× 508.00×499.94 

HMF002-4

Oralloy 93.35 Parallelepiped, 127.00×127.00×64.15

Tuballoy 0.72             533.50×533.40×470.55

HMF002-5

Oralloy 93.35 Parallelepiped, 76.20×76.20×191.97

Tuballoy 0.72             482.60×482.60×598.37

HMF002-6

Oralloy 93.35 Parallelepiped, 76.20×88.90×152.34

Tuballoy 0.72             482.60×495.30×558.74

TRX1 1.3
Hexagonal, 763 rods, 10.82 mm dia., 

18.06 mm pitch, water mod.

TRX2 1.3
Hexagonal, 577 rods, 10.82 mm dia., 

21.74 mm pitch, water mod.

CAA01 4.89

Square, 7.62 mm dia., 300 mm long, 

13 mm pitch, H2O moderated and 

reflected

CAA04 4.89

Square, 7.62 mm dia., 300 mm long, 

1.3 mm pitch, H2O moderated and 

ref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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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X1과 TRX2의 핵임계도 계산값이 매우 적게 나타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다. 두 경우에 대한 SCALE4.3시스템의 계산결과도 이와 비슷한 값을 보

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 분석이 필요하다. Fig. 5.4에서 제시한 금속 핵물

질의 농축도별 계산결과에서는 저농축인 경우 실험치보다 저평가 하 고 고

농축인 경우는 실험치에 더 근접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Table 5.10. Benchmark calculation results of nuclear material(metal)       

             experiments

Case 

No.
Case name

Experiment This study(KENO-VI)

keff ± s keff s △k s△k

1 IMF002 1.0000±0.0030 1.00176 0.00066 0.00176 0.00307

2 HMF002-2 " 0.99706 0.00093 -0.00294 0.00314

3 HMF002-3 " 0.99582 0.00084 -0.00418 0.00312

4 HMF002-4 " 0.99677 0.00085 -0.00323 0.00312

5 HMF002-5 " 0.99521 0.00080 -0.00479 0.00310

6 HMF002-6 " 0.99622 0.00077 -0.00378 0.00310

7 TRX1 1.0000±0.0000 0.98958 0.00148 -0.00350 0.00148

8 TRX2 " 0.99133 0.00126 0.00763 0.00126

9 CAA01 " 0.99650 0.00109 -0.01402 0.00109

10 CAA04 " 1.00763 0.00097 -0.00867 0.00097

  ksk ∆±∆ -0.00458±0.00635

 Cal. Bias  0.02307

    ④ 용액상태

       Table 5.11에 제시된 검증용 실험자료[9] 기준으로 검증계산를 수행

하고 계산결과를 Table 5.12에 제시하 다. 그리고 농축도별로 분류하여 Fig. 

5.5에 제시하 다. Fig. 5.5에서 볼 수 있듯이 낮은 농축도에서 저평가되고 

높은 농축도에서는 대체로 고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5.12에 제시

된 용액상 핵물질의 핵임계실험값에 대한 계산값의 차이와 표준편차를 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95/95 확률 및 신뢰도를 갖는 계산편차를 결정하여 Table 

5.12의 마지막 칸에 제시하 다. 용액상태 핵물질의 계산편차는 비교적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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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Enrichment influence on keff-values for nuclear        

           material (metal)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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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Enrichment influence on keff-values for nuclear         

           material(solutio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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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1. Characteristics of critical experiments with nuclear material    

            (solution)  

Case 

No.
Case name

Material

/U-235 wt%
            Description

1 HST001-1 
UO2(NO3)2

/ 93.172

Cylinder, 312.0 mm solution height, 279.2 mm 

dia., SS tank

2 HST001-2 
UO2(NO3)2

/ 93.172

Cylinder, 394.8 mm solution height, 330.1 mm 

dia., Al tank

3 HST002-1 
UO2(NO3)2

/ 93.172

Cylinder, 277.9 mm solution height, 279.2 mm 

dia., SS tank, concrete reflector

4 HST002-2 
UO2(NO3)2

/ 93.172

Cylinder, 313.7 mm solution height, 280.1 mm 

dia., SS tank, concrete reflector

5 HST003 
UO2(NO3)2

/ 93.172

Cylinder, 505.2 mm solution height, 279.3 mm 

dia., SS tank, Plexiglas reflector

6 HST004 
UO2F2

/ 93.172
Sphere, 342.9 mm dia., SS tank,  D2O reflector

7 HST009 
UO2F2

/ 93.172
Sphere, 230.4 mm dia., Al tank, water reflector

8 HST013 
UO2(NO3)2

/ 93.172
Sphere, 345.9 mm dia., Al tank

9 RFP2710R 
UO2(NO3)2

/ 93.172

Cylinder, 165.1 mm dia., Al tank, Plexiglas 

reflector

10 RFP2710U 
UO2(NO3)2

/ 93.172
Cylinder, Al tank, no reflector and moderator

11 OR2968AL 
UO2F2

/ 4.89
Square, Al tank, water reflector

12 OR2968S1 
UO2F2

/ 4.89
Cylinder, SS tank, bare

13 OR2968S2 
UO2F2

/ 4.89
Cylinder, SS tank, water reflector

14 OR260901
UO2F2

/ 93.2
Sphere, Al tank, bare

15 OR260906 
UO2F2

/ 93.18
Sphere, Al tank, water r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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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0.00997로 나타났다.

 

   ⑤ 핵물질 취급장치별 CSAS6 계산편차 설정

      앞에서 결정한 핵물질별 계산편차를 종합하여 Table 5.13에 제시하

다. 이를 기준으로 차세대관리공정에서 취급하는 핵물질 종류별로 CSAS6의 

보수적인 계산편차를 설정하여 Table 5.14에 제시하 다. 

 Table 5.12. Benchmark calculation results of nuclear material(solution)  

              experiments

Case

No.

Case 

designation

Experiment This study(KENO-VI)

keff  ±  s keff  s    △k s△k

1 OR2968AL 1.0000±0.0000 1.00632 0.00145   0.00632 0.00145

2 OR2968S1 1.0000±0.0000 0.99225 0.00194   0.00775 0.00194

3 OR2968S2 1.0000±0.0000 0.99920 0.00117  -0.00080 0.00117

4 HST001-1 1.0000±0.0025 1.00150 0.00226   0.0015 0.00226

5 HST001-2 1.0000±0.0000 0.98947 0.00200  -0.01053 0.00200

6 HST002-1 1.0000±0.0025 1.00810 0.00220   0.0081 0.00220

7 HST002-2 1.0000±0.0000 0.99423 0.00228  -0.00577 0.00228

8 HST003 1.0000±0.0030 0.99635 0.00171  -0.00465 0.00171

9 RFP2710R 1.0000±0.0000 1.00585 0.00249   0.00585 0.00249

10 RFP2710U 1.0000±0.0000 1.00152 0.00221   0.00152 0.00221

11 HST004 1.0020±0.0000 1.00666 0.00115   0.00666 0.00115

12 HST009 1.0000±0.0057 1.00788 0.00242   0.00788 0.00242

13 HST013 1.0012±0.0026 0.99981 0.00145  -0.00019 0.00145

14 OR260901 1.0000±0.0000 1.00462 0.00174   0.00462 0.00174

15 OR260906 1.0000±0.0000 1.00332 0.00205   0.00332 0.00205

        ksk ∆±∆  0.00178 ± 0.00458

    Cal. Bias 0.0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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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3. Calculation biases of CSAS6 for four material types

Material Data #
Tolerance limit 

factor
ksk ∆±∆ Calculation bias

UO2 31 2.208    0.00073 0.00531 0.01100

MOX 15 2.566    0.00237 0.00359 0.00683

Metal 10 2.911   -0.00458 0.00635 0.02307

Solution 15 2.566    0.00178 0.00458 0.00997

Table 5.14. Calculation biases of CSAS6 for spent fuel, metallized    

            spent fuel and nuclear material(solution)

Material Calculation bias

Spent fuel 0.01100

Metallized spent fuel 0.02307

Solution of nuclear material 0.00997

 나. 사용후핵연료 핵종량 계산코드의 검증 

    사용후핵연료 구성 핵종의 정확한 핵종량(inventory) 예측은 사용후핵연

료와 관련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차폐해석과 연소도 이득을 적용

한 핵임계 안전해석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핵종의 핵종량을 정

확히 추정하여야 한다[35-38]. 

  (1) 보정인자 결정의 이론적 배경

     핵종량 계산값 대비 실험값 비율의 평균이 X이고 표준편차가 s인 경

우에 새로운 비율(새로운 계산값에 대한 참값의 비율)이 95 % 신뢰도 및 95 

% 존재 확률을 갖는 범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39]. 

(5.3) x-T95/95․s≤
E'
C'
≤x+T95/95․s                                      

    식(5.3)의 T95/95는 95 % 신뢰도 및 95 % 확률을 갖는 공차한계계수

(Tolerance Limit Factor)이며 데이터수에 의존하는 계수다. C'과 E'은 각각 

새로운 계산값과 참값을 나타낸다. 식(5.3)에서 참값의 상한값은 계산값(C')

에 부등호 우측의 값을 곱한 값이고 하한값은 계산값(C')에 부등호 좌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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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곱한 값이다. 

    보수적인 핵임계도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핵분열물질의 경우에는 

상한값을 취하고 비핵분열물질인 경우에는 하한값을 취하게 된다. 즉 핵분열

물질과 비핵분열물질의 보정인자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5.4a) f fissile = x+T95/95․s                                                

 (5.4b)f non- fissile = x-T95/95․s                                            

  앞에서 사용한 계산값 대비 실험값비율(E/C) 대신에 계산값의 상대오차 

((C-E)/E)를 기준으로 x를 결정하면 식(5.3)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면 핵분

열물질과 비핵분열물질에 대한 보정인자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5.5a) f fissile = 
1

1+x-T95/95․s
                                            

(5.5b)f non-fissile = 
1

1+x+T95/95․s
                                       

    이 보정인자를 계산값에 곱해 주면 95 %/95 % 신뢰도 및 확률을 갖는 

보수적인 핵종량을 얻을 수 있다. 

  (2) ORIGEN2 코드

   (가) 보정인자 결정

       식(5.5a)와 (5.5b)를 이용하고 참고문헌[40-43]의 실험자료를 기준으

로 하여 ORIGEN2 코드[10] 계산값에 대한 보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정인

자를 결정하여 Table 5.15에 제시하 다. Table 5.15에서 볼 수 있듯이 우라

늄과 플루토늄 동위원소의 오차는 대체로 적은 편이지만  U-232와 Pu-236

은 매우 큰 오차를 보여 주고 있다. 여러 종류의 마이너 악티나이드(Minor 

Actinide : Np, Am, Cm) 핵종 중에서 Np-237, Am-241 및 Cm-244는 오차

가 적은 편이다. 마이너 악티나이드는 플루토늄에 비하여 미량 포함되어 있

고 실험자료가 적으며 핵자료도 상대적으로 부정확한 편이다. 

    연소도 측정에 활용되는 Nd 핵종량의 계산 오차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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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5. Statistics on the relative errors of ORIGEN2-calculated to 

reported (experiments) inventories of actinides and some 

fission products present in PWR spent fuel 

Nuclide
(C -E) / E 95/95 Confidence

(X±k*σ)

Correction

factor(f)**Data # Average(X) Std. dev.(σ)

U-232 9 -0.112 0.246 -0.112±0.868    0.57

U-234 9 0.097 0.057  0.097±0.201 0.77

U-235 25 -0.007 0.035 -0.007±0.091 1.11

U-236 25 0.003 0.029  0.003±0.076 0.93

U-238 19 -0.003 0.005 -0.003±0.015 0.99

Np-237 15 0.094 0.091  0.094±0.268 0.73

Pu-236 3 -0.181 0.522 -0.181±5.180 0.00

Pu-238 25 -0.072 0.086 -0.072±0.225 0.87

Pu-239 25 -0.008 0.057 -0.008±0.150 1.19

Pu-240 25 0.009 0.035  0.009±0.091 0.91

Pu-241 25 -0.014 0.072 -0.014±0.191 1.26

Pu-242 21 -0.127 0.057 -0.127±0.156 0.97

Am-241 15 -0.091 0.077 -0.091±0.228 0.88

Am-243 9 -0.252 0.161 -0.252±0.569 0.76

Am-242 14 0.145 0.671  0.145±2.022 0.00

Am-243 3 0.260 0.091  0.260±2.906 2.82

Am-244 15 -0.292 0.143 -0.292±0.424 0.88

Cm-243A
1)

6 -0.056 0.046 -0.056±0.202 0.87

Se-79 6 5.567 0.348  5.567±1.536 0.12

Sr-90 6 0.014 0.027  0.014±0.119 0.88

Tc-99 10 0.045 0.044  0.045±0.148 0.84

Ru-106 9 -0.063 0.084 -0.063±0.298 0.81

Sb-126 3 3.303 0.094  3.303±0.931 0.19

Sb-235 9 1.064 0.161  1.064±0.567 0.38

I-129 3 -0.098 0.037 -0.098±0.371 0.79

Cs-133 3 -0.004 0.003 -0.004±0.032 0.97

Cs-134 12 0.002 0.141  0.002±0.445 0.69

Cs-135 6 -0.229 0.090 -0.229±0.397 0.86

Cs-137 19 -0.018 0.032 -0.018±0.089 0.93

Ce-144 9 -0.083 0.088 -0.083±0.310 0.81

Nd-144 12 0.024 0.022  0.024±0.068 0.92

Nd-145 13 0.021 0.021  0.021±0.065 0.92

Nd-145 11 0.028 0.013  0.028±0.044 0.93

Nd-145 12 0.033 0.009  0.033±0.029 0.94

Nd-150 12 0.039 0.009  0.039±0.030 0.94

Pm-147A
2)

3 -0.275 0.046 -0.275±0.454 0.85

Sm-148 3 0.022 0.052  0.022±0.513 0.65

Sm-149 3 0.002 0.132  0.002±1.312 0.00

Sm-150 3 0.096 0.046  0.096±0.460 0.64

Sm-152 3 0.204 0.038  0.204±0.372 0.63

Sm-151A
3)

3 0.332 0.124  0.332±1.233 0.39

Sm-154A
4)

3 0.350 0.070  0.350±0.695 0.49

Eu-155A
5)

3 1.094 0139  1.094±1.374 0.29

* k : The coefficient  of  95 % tolerance interval with 95 % confidence.

** f is obtained from taking the upper bound of X±k*σ for fissile material and the lower bound for neutron 

poison material (non-fissile material). 

1) Cm-243＋Cm-244,  2) Pm-147＋Sm-147,  3) Sm-151＋Eu-151,  4) Sm-154＋Eu-154＋Gd-154, 

5) Eu-155＋Gd-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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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79, Sn-126, Sb-125, Eu-155A(Eu-155＋Gd-155)는 매우 큰 오차를 보이

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핵종량의 표준편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므로 핵자

료의 개선을 통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보정인자의 핵임계도에 미치는 향 분석

       보정인자가 핵임계도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해 MCNP 코드를 

사용하여 차세대 공정장치 및 금속저장체에 대한 핵임계도 분석을 수행하

다. 

    ① 질산우라늄 탱크와 침전탱크의 핵임계도에 미치는 향 분석   

       직경 200 cm와 높이 200 cm의 질산용액탱크가 무한배열된 경우에 

질산용액 중의 우라늄과 초우라늄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핵임계 계산을 수

행하 다. 이 때 보정인자를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Fig. 5.6에 제시하 다. Keff=0.95 근방에서 보정인자에 의한 증가분(△k)은 

약 7.0 %로 나타났다.  

    직경 50 cm의 탱크에 침전물 UO2(NO3)2․6H2O + (TRU)On(NO3)m․

6H2O ( 도: 2.47 g/cm
3)과 0.1 g/cm3 의 물이 들어 있고 이 탱크 주위에 30 

cm의 물반사체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탱크 높이에 따른 핵임계도 계산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Fig. 5.7에 제시하 다. Keff=0.95 근방에서 계산오차

에 의한 △k는 약 7.3 %로 나타났다. 

Fig. 5.6. Comparison of keff calculated for the heavy metal 

nitrate solution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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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Comparison of keff calculated for conglomerated  

heavy metal slurry height at the bottom of 

heavy metal  solution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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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금속 저장체에서의 향분석 

       36 GWd/tU과 33 GWd/tU의 연소도를 갖는 사용후핵연료의 핵종량

에 보정인자를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냉각기간에 따

른 핵임계 분석을 수행하 다. 핵임계 계산결과를 각각 Fig. 5.8과 Fig. 5.9에 

제시하 다. 보정인자를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핵임계값의 차

이는 약 4 % 정도로 나타났다.      

Fig. 5.8. Comparison of keff calculated for the infinite array 

of 5 mm thickness canister containing metal rods 

(36 GWd/tU and 10 year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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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Comparison of keff calculated for the 

infinite array of 5 mm thickness canister 

containing metal rods (33 GWd/tU and 

10 year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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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AS2H모듈의 검증 및 보정인자 결정

     Hermann 등[41]은 1995 년에 19 개 사용후핵연료 조성비에 대한 실험

자료를 기준으로 SAS2H (Shielding Analysis Sequence No.2)의 계산오차를 

분석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핵임계도 분석용 보정인자를 결정한 바 있다. 

이어 1996년에 DeHart 등[43]이 이를 확장하여 38 개 실험자료를 기준으로 

39 개 핵종에 대한 보정인자를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미국 DOE에서는 1997

년에 54개 실험자료를 바탕으로 10 개 악티나이드 핵종에 대한 계산오차를 

분석하여 핵종별 보정인자를 결정한 바 있다[44]. 그러나 이들은 SCALE4.2

와 일부의 실험자료를 활용하 거나 일부 핵종만을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54개 PWR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SCALE4.4의 

SAS2H 모듈[4]과 27 군, 44 군 및 238 군 핵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연소계산을 각각 수행하고, 계산결과와 보고된 실험값을 비교하여 핵종량 보

정인자를 결정하 다. 

   (가) SAS2H 모듈의 특성

       SAS2H는 Fig. 5.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소계산 코드인 ORIGEN-

S[45]와 이 코드의 핵자료 생산 모듈인 BONAMI-NITWAL_II-XSDRNPM- 

COUPLE 코드[6]로 구성되어 있다. 핵자료 생산모듈에서는 핵연료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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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0. Computational flowchart of SAS2H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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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 부분에 대한 셀계산을 별도로 수행하고 각각 생산된 핵단면적을 가

중 평균하여 1 군 핵단면적을 생산한다. 

    Fig. 5.10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핵종에 대한 LWR 형 핵단면적을 수록

한 PRLIMLWR 라이브러리를 기본 라이브러리로 사용한다. 사용자가 선택한 

핵종의 핵단면적만을 Fig. 5.10의 핵단면적 생산모듈에 의해서 생산한다. 이

렇게 생산된 핵단면적 자료를 COUPLE 코드로 처리하여 PRLIMLWR의 핵

단면적 값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1 군 핵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생산한다. 

ORIGEN-S코드는 새로 생성된 핵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매 연소사

이클마다 연소된 핵종량을 생산하여 다음 사이클의 핵자료 생산에 반 되도

록 한다.  

   (나) 사용후핵연료 구성핵종의 핵종량 실험자료

       Table 5.16에 제시한 바와 같이 7 개의 원자로에서 연소된 54 개 사

용후핵연료를 SAS2H 모듈의 계산오차 분석용 실험자료로 선정하 다[44]. 

사용후핵연료의 초기농축도는 2.453 wt%에서 3.897 wt%까지 걸쳐 있고, 연

소도는 6.92 GWd/tU에서 46.6 GWd/tU 범위의 값을 갖는다. 냉각기간은 10 

일에서 3936 일 사이의 값을 가지며, 핵연료봉의 격자배열은 14×14, 15×15 

및 18×18이다.

   (다) 핵종량 계산값 대비 실험값의 비율분석 및 보정인자 결정 

    ① 핵종량 비율분석

       38개 핵종에 대해서 SAS2H 모듈과 27 군, 44 군 및 238 군 라이브

러리를 각각 써서 사용후핵연료 구성핵종의 핵종량 계산값에 대한 실험값의 

비율(이하 비율이라 함)을 구하 다. 사용후핵연료별로 U-235와 Pu-239의 

비율을 참고문헌[43,44]에서 제시한 값과 함께 각각 Fig. 5.11과 5.12에 나타

내었다. Fig. 5.11와 5.12에서 볼 수 있듯이 27 군과 44 군을 사용한 경우의 

비율은 기존의  결과와 거의 동일한 값을 보 다. 238 군의 경우, 그 비율은 

다른 경우에 비해 1.0에 더 접근하는 경향을 보 다. 이런 경향은 비핵분열

핵종과 핵분열생성물의 경우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Fig. 5.11과 5.12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후핵연료에 따라 비율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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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6. Operating parameters for 54 spent PWR fuel samples

Reactor Assembly ID
Calculation

ID

Enrichment

(U-235 wt%)

Burnup

(GWd/tU)

Cooling

time

(d)

Pellet

density

(g/㎤)

Lattice

array
Rod No.

Active

fuel

lengh

(cm)

Yankee

rowe

 E6-C-f6 YK1 3.400 15.95 281.5 10.18 18×18 305 230.05

 E6-C-f6 YK2 3.400 30.39 281.5 10.18 18×18 305 230.05

 E6-C-f6 YK3 3.400 31.33 281.5 10.18 18×18 305 230.05

 E6-C-f6 YK4 3.400 20.19 281.5 10.18 18×18 305 230.05

 E6-SE-c2 YK5 3.400 32.03 281.5 10.18 18×18 305 230.05

 E6-SE-c2 YK6 3.400 31.41 281.5 10.18 18×18 305 230.05

 E6-SE-e4 YK7 3.400 35.97 281.5 10.18 18×18 305 230.05

 E6-SE-e4 YK8 3.400 35.26 281.5 10.18 18×18 305 230.05

Mihama-3

 86b02 MI1 3.208 8.30 1825 9.996 15×15 204 365.76

 86b03 MI2 3.208 6.92 1825 9.996 15×15 204 365.76

 86g05 MI3 3.208 15.36 1825 9.996 15×15 204 365.76

 86g03 MI4 3.203 21.29 1825 9.996 15×15 204 365.76

 86c03 MI6 3.203 29.50 1825 9.996 15×15 204 365.76

 87c04 MI7 3.210 32.20 1825 9.996 15×15 204 365.76

 87c07 MI8 3.210 33.71 1825 9.996 15×15 204 365.76

 87c08 MI9 3.210 34.32 1825 9.996 15×15 204 365.76

Trino

Vercellese

 509-104-M11-7 TR1 3.897 12.04 10 10.035 15×15 221 264.1

 509-032-E11-4 TR2 3.130 15.38 10 10.035 15×15 221 264.1

 509-032-E11-7 TR3 3.130 15.90 10 10.035 15×15 221 264.1

 509-032-E11-9 TR4 3.130 11.53 10 10.035 15×15 221 264.1

 509-069-E11-1 TR5 3.130 12.86 10 10.035 15×15 221 264.1

 509-069-E11-2 TR6 3.130 20.60 10 10.035 15×15 221 264.1

 509-069-E11-4 TR7 3.130 23.72 10 10.035 15×15 221 264.1

 509-069-E11-7 TR8 3.130 24.30 10 10.035 15×15 221 264.1

 509-069-E5-4 TR9 3.130 23.87 10 10.035 15×15 221 264.1

 509-069-E5-7 TR10 3.130 24.55 10 10.035 15×15 221 264.1

 509-069-L11-4 TR11 3.130 23.93 10 10.035 15×15 221 264.1

 509-069-L11-7 TR12 3.130 24.36 10 10.035 15×15 221 264.1

 509-069-L5-4 TR13 3.130 24.33 10 10.035 15×15 221 264.1

 509-069-L5-7 TR14 3.130 24.31 10 10.035 15×15 221 264.1

 Calvert 

 Cliffs

 Units 1

 D047-MKP109 CA1 3.038 27.35 1870 10.036 14×14 176 347.22

 D047-MKP109 CA2 3.038 37.12 1870 10.036 14×14 176 347.22

 D047-MKP109 CA3 3.038 44.34 1870 10.036 14×14 176 347.22

 D101-MLA098 CA4 2.720 18.68 2374 10.036 14×14 176 347.22

 D101-MLA098 CA5 2.720 26.62 2374 10.036 14×14 176 347.22

 D101-MLA098 CA6 2.720 33.17 2374 10.036 14×14 176 347.22

 BT03-NBD107 CA7 2.453 31.40 2447 10.036 14×14 176 347.22

 BT03-NBD107 CA8 2.453 37.27 2447 10.036 14×14 176 347.22

 BT03-NBD107 CA9 2.453 46.46 2447 10.036 14×14 176 347.22

 Turkey

 point 3

 D01-G9 TK1 2.556 30.72 927 10.235 15×15 204 365.8

 D01-G10 TK2 2.556 30.51 927 10.235 15×15 204 365.8

 D01-H9 TK3 2.556 31.56 927 10.235 15×15 204 365.8

 D04-G9 TK4 2.556 31.26 927 10.235 15×15 204 365.8

 D04-G10 TK5 2.556 31.31 927 10.235 15×15 204 365.8

 H.B.

 Robinson

 N-9B-S RO1 2.560 16.02 3936 9.944 15×15 204 365.8

 N-9B-N RO2 2.560 23.81 3936 9.944 15×15 204 365.8

 N-9C-J RO3 2.560 28.47 3631 9.944 15×15 204 365.8

 N-9C-D RO4 2.560 31.66 3631 9.944 15×15 204 365.8

 Obrigheim

 170-94 OB1 3.130 25.93 10 9.742 14×14 180 295.6

 172-92 OB2 3.130 26.54 10 9.742 14×14 180 295.6

 176-91 OB3 3.130 27.99 10 9.742 14×14 180 295.6

 168-86 OB4 3.130 28.40 10 9.742 14×14 180 295.6

 171-89 OB5 3.130 29.04 10 9.742 14×14 180 295.6

 176-90 OB6 3.130 29.52 10 9.742 14×14 180 295.6



- 329 -

Fig. 5.11. Measured to calculated ratio of U-235 concentration 

for 54 spent PWR fue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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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 Measured to calculated ratio of Pu-235 concentration  

for 54 spent PWR fue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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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지만 사용된 핵자료 라이브러리 별로 일정한 순서를 유지한다. 즉, 비율

의 크기 순서는 기존 결과, 27 군, 44 군 및 238 군 결과 순이며, 일부 예외

는 있지만 전체 사용후핵연료에서 이 순서를 유지한다. 비핵분열핵종이나 핵

분열생성물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핵종별로 일정한 순서를 유지한다. 

이것은 1 군 핵단면적 생산에서 가중함수로 사용하는 노심의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핵종량 계산과 처리 과정

에 에러가 없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평균비율 및 표준편차 비교분석

       핵종량 계산값 대비 실험값의 비율의 평균값(이하 평균비율이라함)과 

표준편차를 결정하여 기존의 결과와 비교하 다. Fig. 5.13에서는 27 군을 사

용하여 얻은 평균비율과 표준편차를 ORNL의 27군 결과[2]와 비교하 고, 

Fig. 5.14에서는 44군과 238군 결과에서 얻은 평균비율과 표준편차를 ORNL 

44 군 결과[2]와 비교하 다. 막대그래프 위에 표시된 에러바(error bar)는 표

준편차다. 평균비율이 1.0에 가까워지는 것은 계산값이 실험값에 접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균비율이 1.0에 더 접근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준편차는 물론 작을수록 양호한 결과다. 평균값이 1.0에 접근

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1.0에 대한 평균값 차이의 절대값 (이하 편차

라 함)을 활용하 다. 표준편차의 경우에는 ORNL의 결과에 대한 표준편차

의 상대오차를 활용하 다. 본 연구의 편차가 ORNL의 편차보다  5 % 이상 

크거나 표준편차의 상대오차가 5 % 이상 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량한 것

으로 간주하 다.

    본 연구의 27군의 경우에서 불량한 결과를 나타낸 핵종은 Sm-149, 

Sm-152, Pu-238, Pu-239, Pu-240, Pu-241, Am-241 및 Am-242m이다. 

Sm-149의 편차는 각각 8.3 %로 5 % 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나머지 7 개 핵

종의 편차는 2 % 이하이고 8개 핵종 모두 표준편차의 상대오차가 크게 나타

났다. 이들 핵종을 제외한 나머지 핵종은 0RNL의 결과와 비슷하거나 양호함

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27군 결과는 ORNL 27군의 결과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44군의 경우에는 Sr-90, Sm-149, Sm-152, Eu-153, U-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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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3. Comparison of average ratios(measured/calculated) 

in the case of 27 energ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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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238, Pu-239, Pu-241 및 Am-241에서 불량한 결과를 보 다. 이들 핵종

의 편차는 대부분 2 % 정도이기 때문에 평균값의 차이는 작지만, 표준편차

의 상대오차가 약간 큰 차이를 보 다. 이들 핵종을 제외한 나머지 핵종은 

0RNL의 결과와 비슷하거나 양호함으로 본 연구의 44 군 결과는 ORNL 44 

군의 결과에 비해 약간 개선되었다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238 군의 결과를 

같은 방법으로 비교해 보면 Sm-149, Sm-152, Eu-153, Pu-238, Pu-239, 

Pu-241 및 Am-241의 결과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m-149와 

Pu-238을 제외한 나머지 핵종의 편차가 1 % 미만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238 군의 결과는 ORNL 44 군과 본 연구의 44 군 결과보다 더 양호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③ 보정인자 결정

       식(5.3)∼(5.4b)을 이용하여 구한 38개 핵종의 핵종량 보정인자 값을 

Table 5.17에 제시하 다. Table 5.17에서 제시된 238군 라이브러리 경우의 

보정인자를 ORNL 44 군 경우와 비교해 보면, 평균비율의 비교에서 불량으

로 판정된 Sm-152, Eu-153, Pu-238, Pu-239, Pu-241 및 Am-241을 제외한 

모든 핵종의 보정인자가 1.0에 더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S2H로 계산

한 사용후핵연료 구성핵종의 핵종량 계산값에 Table 5.17의 보정인자를 곱해 

주면 95 % 신뢰도 및 확률을 갖는 핵종량을 얻을 수 있다. 

2.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의 요소장치에 대한 핵임계 안전해석[46]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장치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핵물질을 취급하

게 된다. 용액상태, 분말상태 및 금속 핵물질 등을 취급한다. 본 연구에서는 

질산우라늄 용액 및 산화 우라늄 분말, UO2.C2O4․3H2O 침전탱크 및  UCl4 

저장탱크에 대한 핵임계 안전해석을 수행했다. 앞에서 검증한 MCNP 코드를 

사용하 다. 

 가. 질산우라늄 용액에 대한 핵임계 안전해석

    사용후핵연료를 질산에 용해시키는 저장탱크에 대한 핵임계도 계산을 

수행하 다. 우라늄은 질산 1 L에 대략 300 g 정도 녹는다. 그러나 분말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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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7. Conservative correction factors for 38 nuclides 

Nuclide
ORNL(SCALE4.2, 38 samples) This study (SCALE4.4, 54 samples )

27 Group 44 Group 27 Group 44 Group 238 Group

Se-79 0.621 0.621 0.622 0.620 0.620

Sr-90 0.909 0.910 0.939 0.937 0.941

Tc-99 0.594 0.590 0.593 0.592 0.582

Ru-106 0.730 0.696 0.716 0.720 0.714

Sn-126 0.138 0.142 0.141 0.140 0.139

I-129 0.702 0.701 0.684 0.716 0.684

Cs-133 0.928 0.907 0.940 0.918 0.903

Cs-134 0.905 0.940 0.901 0.935 0.963

Cs-135 0.820 0.859 0.851 0.902 0.888

Cs-137 0.957 0.958 0.958 0.958 0.959

Ce-144 0.877 0.871 0.867 0.867 0.877

Nd-143 0.930 0.962 0.959 0.972 0.958

Nd-144 0.957 0.946 0.987 0.969 0.987

Nd-145 0.981 0.973 0.985 0.977 0.981

Nd-146 0.953 0.939 0.988 0.980 0.987

Nd-148 0.954 0.954 0.969 0.970 0.969

Nd-150 0.825 0.823 0.899 0.899 0.899

Sm-148 0.938 0.967 0.962 0.986 1.025

Sm-149 0.000 0.000 0.000 0.000 0.000

Sm-150 0.625 0.619 0.643 0.640 0.644

Sm-152 0.775 0.755 0.557 0.562 0.735

Eu-153 0.601 0.641 0.665 0.566 0.570

Eu-154 0.669 1.061 0.667 1.043 0.999

U-234 0.622 0.635 0.738 0.754 0.756

U-235 1.101 1.085 1.109 1.108 1.073

U-236 0.909 0.910 0.913 0.914 0.916

U-238 0.992 0.992 0.990 0.990 0.990

Np-237 0.622 0.697 0.643 0.717 0.749

Pu-238 0.814 0.856 0.853 0.906 0.918

Pu-239 1.048 1.076 1.086 1.113 1.077

Pu-240 1.009 0.945 1.013 0.967 0.949

Pu-241 1.014 1.087 1.085 1.156 1.118

Pu-242 0.962 0.848 0.969 0.882 0.876

Am-241 0.583 0.609 0.510 0.548 0.556

Am-242m 0.405 0.462 0.459 0.528 0.505

Am-243 0.883 0.804 0.868 0.799 0.795

Cm-242 1.086 1.168 1.105 1.240 1.215

Cm-244 1.192 0.973 1.179 0.98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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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후핵연료가 질산 속에 분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농도 이상으로 

들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를 고려하여 농도의 변화에 따른 핵임계도 계산

을 수행하 다.

  (1) 계산모델 및 방법

     저장탱크의 상하에 30 cm의 물반사체를 가정하고, 육면체로 모사했다.  

 MCNP 코드 계산의 입력자료에서 주기적인 경계조건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가정하여 저장탱크가 x-y 방향으로 무한히 배열된 경우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 다. 이때 탱크의 높이를 200 cm로 가정했다. 

  (2) 계산결과 및 분석

     용액상태의 저장탱크에서 사용후핵연료의 농도에 따른 핵임계도 변화

를 계산하 다. 그 결과 정상상태인 300 g/L 농도에서는 핵임계도값이 0.53 

정도로 미임계 한계치보다 매우 적게 나타났다. 사용후핵연료의 농도가 1000 

g/L 이상이 되면 미임계 한계치를 넘게 되지만 이와 같이 정상상태 농도의 

3 배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없다. 

    용액 탱크의 바닥에 사용후핵연료가 침전되어 뭉쳐진 상태에 대한 핵임

계 분석을 수행하 다. 침전물은 UO2(NO3)2․6H2O로 도는 2.47 g/cm3이

다. 침전물 사이에 존재하는 물의 양을 0.1 g/cm3로 가정하 다. 탱크의 직경

을 100 cm로 가정하 고 주위에는 30 cm 두께의 물반사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 뭉쳐진 분말의 높이를 10 cm에서 100 cm까지 변화시켜면서 핵

임계도값을 계산하 다. 그 결과, 높이가 22.5 cm 이상이면 미임계 한계치를 

초과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질량이나 침전물의 높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나. 산화우라늄 분말에 대한 핵임계 안전해석

    피복관 내의 핵연료를 산화방법에 의하여 분말화한 후 염화물로 만드는

데 이때 생성되는 분말의 저장탱크에 대한 핵임계 안전성을 분석하 다. 계

산모델은 용액상태와 동일하게 가정하 고 내용물은 분말상태의 사용후핵연

료가 들어있는 것으로 모델링하 다. 분말상태의 충전 겉보기 도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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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m3 (U3O8의 진 도 : 8.53 g/cm3)로 가정하 고 분말사이 공기중 수분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계산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상온, 1 기압의 공기중 포

화상태하에서의 핵임계도값은 0.56 정도로 미임계값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값

을 보 다. 

    사고시 수분의 농도가 0.31 g/cm3 정도까지 증가해도 미임계 한계치 이

하를 유지한다.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상태는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 또

한 x-y방향으로 무한배열을 가정하 기 때문에 실제보다 핵임계도값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핵임계 관점에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믿어진다.

 다. UO2C2O4․3H2O 침전탱크 및 UCl4저장탱크에 대한 핵임계 안전성 분석

    사용후핵연료의 건식개질 과정에서 UO2C2O4․3H2O 침전탱크 및 UCl4저

장탱크에서의 핵임계 안전성을 분석하 다. 두 탱크 내용물들의 도 및 농

도를 Table 5.18에 제시한 바와 같다. 울진1,2호기(초기농축도 3.5 wt%, 연소

도 33 GWd/tU)의 사용후핵연료라고 가정하 다. 침전탱크와 UCl4 저장탱크

의 계산모형은 Fig. 5.15와 같으며, 두 경우 모두 30 cm의 물반사체의 존재

를 가정하 다. MCNP코드의 계산에 사용된 핵단면적 ID와 수 도는 Table 

5.19에 제시하 다. 

Table 5.18. Densities and concentrations of several material contained   

           in UO2C2O4․3H2O precipitator and UCl4 reactor

Item
Value

(g/㎤)

  Precipitation

  tank

 Precipitation part

 UO2C2O4․3H2O density        3.076

 Bulk density        2.320

 UO2C2O4․3H2O concentration        1.9558

 U+NO3+H2O concentration        0.3642

 Solution part

 U concentration        3.300 ×10-3

 HNO3 concentration
       0.1998

     (3.17 Moles)

 H2O concentration        0.7969

UCl4 storage tank
 UCl4 density at 25 。C        4.725

 UCl4 density at 750。C        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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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9. Number densities of actinides used in the criticality analysis 

on the UO2C2O4․3H2O precipitation tank and UCl4 storage 

tank

Material Nuclide
Identification

number

Number density

UCl4 tank

Precipitation tank

UO2C2O4․3H2O 

+ solution

Solution

(U+NO3+H2O)

Actinides in

spent fuel

U-234 92234.60C 0.682663E-06 0.296482E-06 0.865044E-09

U-235 92235.60C 0.673500E-04 0.292502E-04 0.853433E-07

U-236 92236.60C 0.263024E-04 0.114232E-04 0.333294E-07

U-238 92238.60C 0.615101E-02 0.267140E-02 0.779433E-05

Np-237 93237.60C 0.225925E-05 0.981198E-06 0.286284E-08

Pu-238 94238.60C 0.752714E-06 0.326905E-06 0.953810E-09

Pu-239 94239.60C 0.405031E-04 0.175906E-04 0.513239E-07

Pu-240 94240.60C 0.121722E-04 0.528643E-05 0.154242E-07

Pu-241 94241.60C 0.960957E-05 0.417346E-05 0.121769E-07

Pu-242 94242.60C 0.330209E-05 0.143411E-05 0.418428E-08

Am-241 95241.60C 0.203977E-05 0.885879E-05 0.258472E-09

Am-243 95243.60C 0.368113E-06 0.159872E-06 0.466458E-09

Am-244 95244.60C 0.114649E-06 0.497922E-07 0.145278E-0

Water

-saturated 

air

H-1 1001.60C - 0.323510E-01

O-16 8016.60C - 0.551572E-01

N-14 7014.60C - 0.190900E-02

Ar-18 18000.59C - -

SS-304 Fe-56 26056.60C 0.8487E-01 0.848700E-01

  (1) 침전탱크의 핵임계도 분석 

     질산우라늄 용액탱크에서 침전물(UO2C2O4․3H2O)이 바닥에 침전되었

을 때 핵임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침전물의 최대량(혹은 높이)을 결정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Fig. 5.15에 주어진 계산모델을 이용하여 단일 탱크

와 무한배열된 탱크들에 대한 핵임계도를 분석하 다. 무한배열에 대한 핵임

계도값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대핵임계도를 나타내는 침전탱크간의 간격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성자수를 1000으로 하여 탱크간격에 따른 개략

적인 계산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Fig. 5.16에 제시하 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물반사체의 두께가 7 cm인 경우에 핵임계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일 침전탱크가 7 cm 간격으로 무한배열된 침전탱크들에 대해서 침전물

의 높이에 따른 핵임계도 계산결과를 Fig. 5.17에 제시하 다. 침전물의 높이

가 증가함에 따라 핵임계도값도 증가하지만, 높이가 300 cm 이상에서는 변

화가 거의 없다. 용기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침전물의 높이가 1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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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5. Dimensions of the UO2C2O4∙3H2O        

            precipitator and UCl4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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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our water concentrations between 

the precipe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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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단일탱크의 경우와 무한배열의 핵임계도 차이는 거의 없다.  

Fig. 5.17에 볼 수 있듯이 미임계 조건하에서 침전물의 최대높이는 단일용기

의 경우에는 약 160 cm이고 무한배열인 경우에는 약 140 cm이다. 실제 공정

에서 침전물의 높이가 이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UCl4 저장탱크 

     Fig. 5.15에 제시된 계산모델의 UCl4탱크에 대한 핵임계도 분석을 수행

하 다. 실제의 공정에서는 물이 존재하지 않지만 사고시를 고려하여 물 10 

wt%가 존재하는 경우의 핵임계도 분석도 추가로 수행하 다. 이들의 계산결

과를 Fig. 5.18에 제시하 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매우 낮은 keff 값을 나타

낸다. 이는 수소와 같은 감속재가 적어 매우 낮은 핵임계도값을 갖기 때문이

다. 물이 10 wt% 정도 포함된 경우에는 250 cm 이하의 높이에서는 물이 전

혀 없는 순수한 UCl4 경우보다 핵임계도가 약간 크게 나타나지만 250 cm 이

상에서는 오히려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핵물질과 수소비

의 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Fig. 5.18의 핵임계도값은 최대허용핵임계도값 

0.932보다 매우 작은 값을 보이기 때문에 UCl4 저장탱크에 상당한 양의 물이 

포함되더라도 핵임계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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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7. Keff + 1.65σ for a single  UO2C2O4∙3H2O  

         precipitator and infinite array of the       

         precipitators at 7 cm water r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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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ck-up 장치에 대한 동특성별 핵임계 안전해석[47]

   Integrated mock-up에 대한 핵임계 안전해석 결과[48]는 mock-up 시험

시설의 개념 설정에 활용되었다. 이 개념을 근간으로 차세대관리공정장치가 

설계되고 시설내에 설치 운전될 예정이다. 여기서는 시험시설 운전시의 핵물

질 상태 및 양의 변화에 따른 핵임계도 변화를 분석하 다. 또한 가상사고로

는 용기들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경우와 핵물질 용기의 파손에 의해 핵물질이 

누출되어 바닥에 깔려 평판형을 이룬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대한 핵임계도 

분석을 수행하 다. 핵임계 계산코드로는 앞에서 검증된 SCALE4.4 CSAS6

를 사용하 다.

 가.  Mock-up 시험시설 모형

     Mock-up 시험시설 장치를 두개의 셀로 구성하 다. 좌측 셀에는 공기 

분위기로 UO2를 U3O8으로 산화시키는 건식분말화 장치를 설치하 고, 우측 

셀에는 아르곤 분위기로 U3O8 분말을 금속으로 전환시키는 금속전환장치와 

리튬용융염에서 리튬을 환원시키는 리튬환원장치를 설치하 다. 두 셀을 연

결하는 이송공간은 공기, 아르곤 분위기를 서로 바꿔가며 활용토록한다. 각 

셀의 두께는 6 mm이고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이다. 셀의 크기는 공기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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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셀의 전면이 4 m이고 측면이 3 m이며, 높이는 5 m이다. 아르곤분위기 

셀은 전면과 측면의 길이가 모두 4 m이고, 높이는 5 m이다. 각각의 셀은 외

부의 컨트롤 패널을 이용한 원격 조작으로 동작되며 두 셀의 외부 누출은 

없다. 전체적인 mock-up 시험시설을 Fig. 5.19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 

각 장비의 제원은 실제와 약간 차이가 나지만 보수성을 만족한다. 

Fig. 5.19. Configuration of devices and containers in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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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ck-up 시험시설은 크게 세가지 공정으로 나눈다. 첫째, 절단된 UO2 

핵연료봉을 U3O8 분말로 산화시키는 분말화장치(voloxidizer)와 둘째, 산화된 

U3O8 분말을 리튬용융염 환원에 의해 우라늄 금속으로 전환시키는 금속전환

장치(metallizer)가 있고, 셋째는 금속전환에서 사용된 용융염으로부터 리튬을 

회수하는 리튬 회수장치가 있다. 분말화 장치를 공기셀에 설치하 고, 나머

지를 아르곤셀에 설치하 다. 각각의 실험장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UO2 분말화장치(Voloxidizer)의 모형

     분말화장치의 개념도를 Fig. 5.20에 제시하 다. Fig. 5.20의 좌측 위에

서 절단된 UO2 핵연료봉을 장입하면 본체에 약 200∼250 mm의 높이로 쌓

인다. 이때 사용하는 UO2 핵연료봉은 30∼50 mm로 절단한 형태이고 무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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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7 kg으로 이는 지르칼로이 피복관을 포함한 무게이다. 이 27.797 kg속

에 포함되어 있는 핵물질의 양을 1 배취라 하 다. 1 배취의 핵물질이 분말

화 장치 안에서 산화시키면 25.927 kg의 U3O8 분말을 생성한다. 이 산화과정

은 분말화장치의 UO2 핵물질에 1 기압상태 550 ℃의 공기를 주입하여 6 시

간정도 지나면 산화과정이 끝나게 된다. 산화가 된 상태에서 U3O8은 분말 상

태이므로 지르칼로이 피복관속의 우라늄 분말들이 산화장치 밑부분에 놓여 

있는 스틸 통에 모이게 된다. 이때 U3O8 분말들은 약 25.797 kg이 스틸통에 

모이고 0.130 kg은 지르칼로이 피복관에 묻어 처리된다. 지르칼로이 피복관

의 무게는 약 2.857 kg이고 두번에 걸쳐 U3O8 분말을 거르게 된다. 분말화장

치에서 지르칼로이 피복관을 스크류의 작동에 의하여 위로 끌어올려 스틸통

으로 보낸다. 분말화장치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8 시간이다.

  (2) 핵물질 저장용기의 모형

     핵물질이나 지르칼로이 피복관등의 보관 및 이동에 사용되는 용기는 

Fig. 5.21과 같다.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이고 두께는 6.50 mm이다. Mock- 

up 시험시설 천장에 위치한 이동 크레인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용기 상단부

를 걸쇠형태로 만들었다. 핵물질을 1 배취씩 사용할 수 있으며, UO2, U3O8, 

지르칼로이 피복관 등을 다룰 때 이 용기를 사용한다. 

  (3) 이송공간의 모형

      U3O8 분말을 저장용기에서 무게측정 장치로 이동시켜 무게를 측정하

고 mock-up 시험시설 우측의 아르곤 분위기 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송

용기를 통과해야 한다. 이송용기는 공기 분위기 셀과 아르곤 분위기 셀의 연

결공간에 있는 원격이송 수레에 의하여 이동된다. 이 장치는 스테인레스 스

틸 박스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두께는 6.00 mm이다. 공기 분위기에서 U3O8 분

말 저장용기가 이송공간 내부로 옮겨지면 이송공간 셀을 닫고 공기를 빼어 

진공분위기로 만든다. 다시 아르곤 가스를 이송공간 내부로 주입하여 아르곤 

분위기로 만든 후 원격이송 수레에 의해 공기 셀에서 아르곤 셀로 이동시킨

다. 아르곤 셀쪽의 이송공간 문을 열고 U3O8 분말 저장용기를 꺼내어 작업하

게 된다.  



- 341 -

Fig. 5.20. Experimental configuration of voloxid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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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w pitch: 180.00 mm
Screw angle: 25.35o

unit : mm

1
5
0

9
0

4
8

3
6

5
0

3
6

3
0

3
0

2
5
0

3
2
4

1
1
6

1
8
8
0

8
4
0

3
8
0

4
0

4
0

1
0
0

9
0

2
0

2
0

1
3
0

4
7
0

54.1o

45o

330

30o

2
4
1

3
5

1
3
1
1

483



- 342 -

      

Fig. 5.21. Configuration of nuclear material storag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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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속전환장치(Metallizer)의 모형

     금속전환장치를 Fig. 5.2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좌측 상부의 

휴퍼(hopper)에서 U3O8 분말 1 배취와 LiCl 29.416 kg, 리튬 4.118 kg을 장입

한다. 이밖에 Nd2O3 0.339 kg, PdO 0.149 kg, ZrO2 0.136 kg, SrO 0.080 kg, 

CsI 0.175 kg의 물질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조성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첨가한

다. 각각의 양은 ORIGEN2 코드를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조성을 계산하

고, 우라늄 핵물질 1 배취당의 무게비율로 환산한 양이다. 금속전환장치 외

부에 설치되어 있는 고주파 유도 가열기에 의하여 650∼750 ℃로 4∼5 시간 

가열하면서 교반기를 작동하여 염화리튬 용융염내에서 U3O8 분말 및 금속산

화물 분말들을 금속형태로 전환시킨다. 교반을 멈추면 전환된 금속 분말은 

전환장치 밑부분에 침강되고 윗부분은 용융염으로 용융염 이송관을 통하여 

밖으로 배출시킨다. 전환장치에 남아있는 금속 우라늄 분말을 2∼3 시간에 

걸쳐, 1300 ℃로 가열하여 용융시키고 금속전환장치 하부로 배출하여 ingot 

형태로 만든다. 

  (5) 용융염 회수장치의 모형

     금속전환장치에서 제거된 용융염을 용융염 회수장치로 옮긴다. 용융염 

회수장치는 금속전환장치에서 생성된 Li2O로부터 Li을 회수하는 장치로서 

Fig. 5.23와 같다. 용융공정은 graphite cathode 1 개와 anode 6 개에 의한 

전기분해 방식을 취한다. 리튬은 4.118 kg이 회수되고 용융염은 29.981 kg이 

남게 된다. 금속전환장치에서 첨가되었던 스트론튬이나 세슘은 대부분 금속

분말로 전환되지 않고 용융염 속에 남아있게 된다. 이는 사용후핵연료를 금

속전환공정으로 처리하게 되면 고방열 핵종인 스트론튬이나 세슘이 제거되

어 열적 저장 안전성에 크게 기여하는 장점을 가진다.  

 나. 운전 동특성별 핵물질 상태 및 양 변화분석 

  (1) 반응시간에 따른 핵물질 상태 분석

     Mock-up 시험시설의 가동시작 시점에 30∼50 mm 길이로 자른 UO2 

핵연료봉 27.797 kg을 공기셀로 반입한다. UO2 핵물질을 분말화장치 입구로 

이동시키는데 30 분이 경과하고 분말화장치에 완전히 장입하여 산화공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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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22. Experimental configuration of metal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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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3. Experimental configuration of Li recover.

1. 전기분해 반응식 : 2Li2O + C → 4Li + CO2

2. 조업온도 : 750 oC
3. Cathode : Graphite 1개
4. Anode  : Graphite 6개
5. Level Sensor : Conductance measuring 3조

6. Reduced Li metal : 진공흡입식 이송 (through Ta tube)
7. Molten salt : 중력장 이송(through SUS tube)
8. DC Power : potentio mode operation(3V)
9. Heating mode : 전기저항 가열방식
10. 운전분위기 : Ar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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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끝내는데 2 시간이 소요된다. 분말화장치에서 6 시간동안 UO2 핵물질

을 산화시켜 U3O8 분말로 전환시킨다. 

    U3O8 분말을 저장용기에 저장하여 무게측정 장치로 이동시키는데 1시간

이 소요된다. U3O8 분말 저장용기를 무게측정 장치에서 이송공간으로 옮기는

데 30분이 소요되고, 이송공간을 통하여 U3O8 분말 저장용기를 공기셀에서 

아르곤셀로 이동시키는데 30분이 소요되며, 이송공간에서 U3O8 분말 저장용

기를 꺼내고 아르곤셀의 금속전환장치로 이동시키는데 2시간이 소요된다. 금

속전환장치에서 6시간의 공정과정을 거치면 U3O8 분말은 우라늄 금속으로 

환원되어 우라늄 금속분말 상태로 존재한다. 환원과정이 끝나면 우라늄 금속

분말을 용융시켜 액체상태로 만드는데 2시간이 소요되고, 이어 3시간의 공정

시간 동안 용융상태의 금속우라늄을 전환장치 하부로 배출하여 금속형태의 

ingot로 전환한다. 시간에 따른 핵물질의 상태변화를 Table 5.20에 수록하

다.

Table 5.20. Time-dependent configuration of nuclear material in mock-up  

            facility

     Batch    

   

Time(h)

1 2 3 4

0
UO2, 27.797 kg

공기셀입구

0.5
UO2 ,27.797 kg

분말화장치

UO2, 27.797 kg

공기셀입구

8.5
U3O8 ,25.797 kg

저장용기

UO2, 27.797 kg

공기셀입구

9.5
U3O8 ,25.797 kg

무게측정장치

UO2, 27.797 kg

공기셀입구

10
U3O8, 25.797 kg

이송용기-공기셀

UO2, 27.797 kg

분말화장치

UO2, 27.797 kg

공기셀입구

10.5
U3O8, 25.797 kg

이송용기-아르곤셀

U3O8, 25.797 kg

저장용기

UO2, 27.797 kg

공기셀입구

12.5
U3O8, 25.797 kg

Metallizer hopper

U3O8, 25.797 kg

저장용기

UO2, 27.797 kg

분말화장치

UO2, 27.797 kg

공기셀입구

14.5
U3O8, 25.797 kg

Metallizer

U3O8, 25. 797kg

이송용기-공기셀

U3O8, 25.797 kg

분말화장치

UO2, 27.797 kg

공기셀입구

22.5
U powder, 21.875 kg

Metallizer

U3O8, 25.797 kg

이송용기-아르곤셀

U3O8, 25.797 kg

저장용기

UO2, 27.797 kg

공기셀입구

25.5
U metal ingot 22.133 kg

Metal container

U3O8, 25.797 kg

이송용기-아르곤셀

U3O8, 25.797 kg

저장용기

UO2, 27.797 kg

공기셀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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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반응시간에 따른 핵물질량 변화분석

      Mock-up 시험시설에서 반응시간에 따라 핵물질의 양이 변화하는데, 1 

배취의 핵물질에 대하여 공정의 시작부터 끝나는 시점까지의 물질수지 흐름

을 Fig. 5.24에 나타내었다. 

Fig. 5.24. Mass balance of nuclear material in mock-up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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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25는 4 배취의 핵물질이 공정시간에 따라 핵물질량이 증가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가동시간 초기에는 공기셀 입구에 27.797 kg의 UO2 핵연

료봉을 반입한다. 30분이 경과하면 1 번 배취의 핵물질을 분말화장치로 장입

하고 2 번 배취는 공기셀 입구로 반입하여 총 55.594 kg의 UO2 핵물질이 공

기셀 내에 존재한다. 8시간 30분이 경과하면 1 번 배취 핵물질은 분말화장치

에서 분말화 공정을 거쳐 분말화장치 하부의 핵물질 저장용기에 위치한다. 

이때의 공기셀의 핵물질량은 UO2 27.797 kg과 U3O8 25.797 kg이다. 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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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이 경과하면 무게측정장치에서는 1 번 배취 핵물질의 무게를 측정한다. 

10시간이 경과하면 1 번 배취의 핵물질을 공기셀에서 이송공간으로 옮기고, 

2 번 배취의 핵물질을 분말화장치에, 3 번 배취의 핵물질을 공기셀 입구에 

위치시킨다. 이때의 핵물질량은 UO2 55.594 kg과 U3O8 25.797 kg이다. 

Fig. 5.25. Time-dependent configuration of nuclear material in mock-up  

          facility.

Air Cell Ar Cell

Entrance

UO2 - 27.797 kg

Voloxidizer

UO2 - 27.797 kg

분말 저장용기

U3O8 - 25.797 kg

분말 이송용기

U3O8 - 25.797 kg

분말 이송용기

U3O8 - 25.797 kg

Feeding Hopper

U3O8 - 25.797 kg

Metallizer

U3O8 - 25.797 kg

Metallizer

U-metal 분말

Metallizer

U-metal 침강

Metal Ingot

U – 22.133 kg

Li Recovery

38.021kg

무게측정장치

U3O8 - 25.797 kg

1 batch

2 batch

3 batch

4 batch

30 분

8 시간

1 시간

30 분

30 분

6 시간

2 시간

2 시간

2 시간

3 시간

Air Cell Ar Cell

Entrance

UO2 - 27.797 kg

Voloxidizer

UO2 - 27.797 kg

분말 저장용기

U3O8 - 25.797 kg

분말 이송용기

U3O8 - 25.797 kg

분말 이송용기

U3O8 - 25.797 kg

Feeding Hopper

U3O8 - 25.797 kg

Metallizer

U3O8 - 25.797 kg

Metallizer

U-metal 분말

Metallizer

U-metal 침강

Metal Ingot

U – 22.133 kg

Li Recovery

38.021kg

무게측정장치

U3O8 - 25.797 kg

1 batch

2 batch

3 batch

4 batch

30 분

8 시간

1 시간

30 분

30 분

6 시간

2 시간

2 시간

2 시간

3 시간

    10 시간 30 분이 경과하면 1 번 배취의 핵물질을 이송공간내에서 아르

곤 셀로 옮기고, 2 번 배취의 핵물질을 분말화장치에서 저장용기로 옮긴다. 

12시간 30분이 경과하면 1 번 배취의 핵물질을 금속전환장치의 입구에 위치

키고, 2 번 배취의 핵물질을 무게측정장치로 이동시키며, 3 번 배취의 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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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분말화장치에 장입시키고 4 번 배취의 핵물질을 공기셀 입구로 반입한

다. 이때의 핵물질량은 UO2 27.797 kg, U3O8 77.391 kg 및 금속분말 21.875 

kg으로 4 배취의 핵물질이 모두 공정과정에 놓여지게 된다.

    이후의 공정시간에 따른 핵물질량의 증가는 없고 다만 핵물질의 상태변

화에 따른 미미한 무게의 변화는 있다. 1 배취의 U3O8 분말 25.797 kg이 우

라늄금속 분말로 전환되면 21.875 kg이 되고, ingot은 불순물을 포함하여 

22.133 kg이 생성된다.

 다. 핵임계 안전성 평가방법

  (1) 최대핵임계도 결정방법

     최대핵임계도값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 다.    

(5.6) k max = keff + 2σ + kbias                                               

    식(5.6)에서 keff와 σ값은 CSAS6 모듈에서 계산되는 핵임계도값과 표준

편차를 나타내고, kbias는 검증계산에서 얻은 CSAS6 모듈의 계산편차다. 최

대핵임계도값 결정시 CSAS6 모듈의 계산편차로는 앞에서 결정한 0.02347을 

사용하 다. 식(5.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산값의 오차는 보수적인 관

점에서 표준편차의 두 배를 고려하 다.  

  (2) 미임계한계치 설정 및 핵임계 안전성 평가방법

     Mock-up 시험시설의 핵임계 안전성 평가에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하

여, mock-up 시험시설의 계산모델로서 보수적인 조건의 가상적인 핵물질계

를 설정하 다. 이 핵물질계에는 mock-up 시험시설내에 핵물질의 최대량이 

존재한다고 가정하 고, 핵물질계 밖으로 중성자의 누출이 없다는 모델을 설

정하 다. 이와 같은 격리된 핵물질계에 대한 미임계한계치는 신핵연료의 저

장시설에 적용되는 미임계한치, keff=0.95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keff=0.95를 mock-up 시험시설의 핵임계 안전해석에 적용할 

미임계한계치로 설정하 다. 앞에서 제시한 식(5.6)과 같은 방법으로 최대핵

임계도값이 결정되면 이 값을 미임계한계치와 비교해서 미임계한계치를 초

과하지 않으면, 이 핵물질계는 미임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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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운전 동특성별 핵임계도 분석

  (1) 계산모델 및 가정

     정상적인 가동상태에서는 각 공정에 핵물질이 분산되어 있다. Mock 

-up 시험시설에서 사용되는 핵물질을 UO2 기준으로 4 배취를 가정하 다. 

공정과정중 새로운 배취의 추가는 시간 간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연

구에서는 1 배취에서 4 배취까지 핵물질이 증가하는 시간을 보수적으로 가

정하여 설정하 다. 

  (2) 핵임계도 계산 및 결과분석

     정상상태의 운전 동특성별 핵임계도 계산결과를 Fig. 5.26에 제시하

다. 정상상태에서는 가동 초기의 핵물질량의 증가에 따른 핵임계도값의 증가

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핵물질의 상태 변화도 핵임계도에 큰 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물질 용기가 멀리 떨어져 있고, 핵물

질 용기사이에는 공기나 아르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핵물질 용기간의 중  

성자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대핵임계도값은 

0.28356으로 미임계한계치인 0.95보다 충분히 낮게 나타났다. 공정시간대별로 

계산된 핵임계도값은 최대 0.005의 차이를 보 다.

       

Fig. 5.26. Keff as a function of time at normal condition.

Keff.= Kcal + Bias + 2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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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사고시 핵임계도 분석

    Fig. 5.26에 제시한 정상상태를 기준으로 가상사고조건을 설정하 다. 

가상사고 조건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 다. 사고상태의 핵임

계도 분석에는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 다. 첫째는 mock-up 시험시설 안에 

핵물질 용기들이 한곳으로 모이고 mock-up 시험시설 내부가 물로 침수되는 

가정이다. 이때 용기의 건전성은 유지되고 용기 내부는 물로 침수된다고 가

정하 다. 둘째는 핵물질이 용기에서 누출되어 바닥에 판상형으로 깔린다고 

가정하 다. 두 경우 모두 mock-up 시험시설의 내부에 있는 다른 구조물을 

물로 대체하여 최대 감속조건을 가정하 다. 

  (1) 가상사고 I : 핵물질 용기의 임의 배열 및 침수

   (가) 모델링 및 가정

       UO2 산화우라늄 용기 1 개, U3O8 산화 우라늄 용기 2 개 및 금속 

우라늄 용기 1 개를 임의의 형태로 배열하고 용기사이의 공간이 침수되는 

사고조건을 가정하 다. 이때 각각의 용기들은 임의로 위치이동을 할 수 있

다고 보고 4 개의 용기를 사각형 형태로 배열한 것을 가정하 다. 

   (나) 핵임계도 계산 및 결과분석

       핵물질 용기 간격과 수분농도에 따른 핵임계도 값의 변화를 살펴보

았다. 핵물질 용기의 간격을 0∼100 mm 범위에서 변화시키고, 수분농도를 

0.1∼1.0 g/cm3 범위에서 변화시키면서 핵임계도 계산을 수행하 다. Fig. 

5.27에서 제시한 계산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핵물질 용기들이 서로 접하고 

수분농도는 1 g/cm
3 일 때 핵임계도값이 최대를 보 다. 용기간의 간격에 따

른 핵임계도값 차이는 0.04∼0.07로 나타났으며 수분농도별 핵임계도값의 차

이는 수분농도가 0.1 g/cm3에서 1 g/cm3으로 증가할 때 핵임계도값의 증가

는 0.47 정도로 나타났다. 

    수분농도를 1.0 g/cm3(이 경우 중성자의 최대감속상태에 해당함)로 고정

하고, 용기가 접해 있는 경우에 최대핵임계도값은 0.73527로 나타났으며, 이 

값은 미임계한계치 0.95보다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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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7. Keff as a function of container distance at the 

hypothetical accident conditio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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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상사고 II : 용기속의 핵물질이 누출되어 판상형으로 깔린 경우

   (가) 모델링 및 가정

       용기가 파괴되고 핵물질이 용기 밖으로 누출되며 mock-up 시험시설

이 침수되는 가상사고를 가정하 다. 

    ① 핵물질의 형태

       용기 밖으로 누출된 핵물질이 모이면 여러 가지 기하학적 형태를 이

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핵물질이 한 곳에 모여 판

상형을 이룬다고 가정하 다. 또한 판상형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고, 두께

가 변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두께를 증가시키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감

소하여 직육면체형태로 변하게 되고, 두께가 가로 혹은 세로의 길이와 동일

해지면 정육면체 형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육면체형까지 고려하 다.

    ② 핵물질 상태 및 혼합비율

       가상사고 상태는 mock-up 시험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중에 불시에 

사고를 당하는 것을 가상하 기 때문에 핵물질은 UO2, U3O8 및 금속우라늄

이 혼합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Mock-up 시험시설의 공정과정중 핵물질 상

태별 비율을 감안해서 혼합 핵물질 UO2 1 배취, U3O8  2 배취 및 우라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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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1 배취가 혼합된 것으로 가정하 다.

    ③ 공극률 

       U3O8의 진 도와 분말 도(tapped density)의 차이만큼을 부피로 환

산하여 빈공간을 구하고 이를 공극으로 가정하 다. U3O8인 경우에는 도가 

2.9 g/cm3이기 때문에 공극률이 약 65 %이다. UO2인 경우에는 잘게 짤린 핵

연료봉 형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졌을 때 빈공간의 비율은 50 %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인 50 %를 가정하 다. 금속으로 전환

된 우라늄인 경우에는 공극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 다. 따라서 UO2, U3O8 

및 금속이 1:2:1로 혼합된 상태의 최대 공극률은 60 %로 추정된다. 

    ④ 물의 도 

       앞의 가상사고 I의 계산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핵물질에 대한 물의 

비율이 높을수록 핵임계도가 높다. 따라서 물의 도는 최대 감속효과를 나

타내는 1 g/cm
3로 가정하 다. 

   (나) 핵임계도 계산 및 결과분석 

       20, 40 및 60 %의 공극률을 갖는 경우에 대해 판상형의 두께를 변화

시키면서 핵임계도 계산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Fig. 5.28에 제시하 다. Fig. 

5.28 에서 볼 수 있듯이 최대 공극률인 60 %에서 핵임계도는 가장 큰 값을 

보 으며, 공극률이 증가할수록 핵임계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공극에는 

수분이 가득 채워진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공극률이 증가하면 중성자 감

속효과의 증가에 의해서 핵임계도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판상형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핵임계도값이 증가하고 판상형이 정육면체 

형태에 근접한 300 mm 근방에서 최대값을 보 다. 최대핵임계도값은 

0.9396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임계한계치 0.95 보다 낮은 값이다. 공극률

이 20, 40 %일 때의 핵임계도 값은 미임계한계치보다 매우 낮은 값을 보

으며, 공극률의 차이에 따른 핵임계도값의 변화는 최대 0.14 정도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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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28. Keff as a function of nuclear material thickness  

with various H2O volume ratio at hypothetica 

accident condition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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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Mock-up 시험시설의 종합적인 핵임계 안전성 평가

    정상상태에서는 핵물질의 양이 1 배취에서 4 배취로 증가하는 경우에 

핵임계도값의 변화는 미미하고, 최대핵임계도값도 미임계한계치보다 매우 낮

은 0.28356으로 나타났다. 가상사고 I에서는 핵물질이 용기 안에 존재하는 것

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최대핵임계도값이 미임계한계치보다 매우 낮은 

0.73527로 나타났다. 가상사고 II에서는 용기가 파괴되고 전체 핵물질이 한곳

으로 모여 뭉쳐진 경우를 가정하 기 때문에 최대핵임계도값은 다른 경우에 

비해서 매우 높은 0.9396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최대핵임계도값 또한 미

임계한계치보다 낮은 값이므로, 주어진 가정 하에서 mock-up 시험시설은 핵

임계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가상사고 II에서 핵물질계가 구형인 경우와 공극률이 60 %이상으로 증

가할 경우에 핵임계도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동

일한 질량인 경우 구형일 때 핵임계도값이 가장 높다. 그러나 정육면체의 경

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위에서 정육면체를 구형을 바꾸어 계산해도, 

미임계한치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물질계가 정육면체나 구형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갖고 공극률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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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물의 부피비율이 몇 백 % 정도 되면 미임계를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형태는 핵물질 사이의 간격이 최대공극률인 60 %인 

경우보다 더 높은 상태다. 즉, 핵물질이 드문드문 배열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바로 앞

에서 가정한 최대 공극률 60 % 이하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런 상태를 가상사고 상태로 가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금속저장체 저장에 대한 핵임계 안전해석

  사용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핵임계도 안전

성 평가를 수행하 다. 저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소도 이득을 적

용하 다[48-51]. 또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국내 가압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 

중에서 핵임계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사용후핵연료를 선택하 다. 이를 바

탕으로 1 단계로 금속봉의 반경이 3 cm인 경우에 대한 핵임계 안전해석을 

수행하 다. 2 단계로는 사용후핵연료의 집합체와 유사한 형태로 모델링하여 

핵임계도 안전해석을 수행하 다. 2 단계에서는 MCNP 코드와 SACALE4.4

의 CSAS6 모듈을 각각 사용하여 독립된 핵임계도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

를 상호비교하 다. 

 가. 최대핵임계도 사용후핵연료의 상태 및 조건 결정

    국내 가압경수로에서 사용하는 핵연료 중에서 원전연료(주)에서 제조하

는 핵연료의 설계자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현재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풀에 주로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기준으로 핵임계도가 가장 높은 

사용후핵연료의 상태와 조건을 결정하 다. 변수로는 초기농축도, 연소도 및 

냉각기간이다. 초기농축도가 높고 연소도가 낮을 수록 핵임계도가 높게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냉각기간이 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농축

도와 연소도가 다른 4 가지 핵연료에 대하여 냉각기간에 따른 핵임계도를 

계산하여 비교하 다. 즉, 고리1호기(초기농축도 3.2 wt%, 연소도 33 

GWd/tU), 고리2호기(초기농축도 3.4 wt%, 연소도 33 GWd/tU), 광1,2호기

(초기농축도 3.5 wt%, 연소도 36 GWd/tU), 울진1,2호기(초기농축도 3.5 

wt%, 연소도 33 GWd/tU)의 사용핵연료를 대상으로 핵임계도를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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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모델은 금속핵연료봉이 장전된 캐니스터가 무한배열된 경우로서 캐

니스터의 두께는 5 mm,  캐니스터의 간격은 5 cm 및 공기중 수분의 농도는 

0.38 g/cm3이다. 냉각기간에 따른 다섯가지 경우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계

산 결과를 Fig. 5.29에 제시하 다. Fig. 5.29에서 알 수 있듯이 전 냉각기간

에 걸쳐서 울진1,2호기(초기농축도 3.5 wt%, 연소도 33 GWD/MTU) 경우가 

가장 높은 핵임계도를 나타낸다. 울진1,2호기의 경우에 냉각기간에 따른 핵

임계도는 방출직후 근방에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 사용후핵연료가 최  

대핵임계도를 나타내는 정확한 냉각기간을 찾기 위해서 1 시간에서 부터 

100 일까지 세분하여 핵임계도를 계산하 으며, 그 결과를 Fig. 5.30에 제시

하 다. Fig. 5.30에서 알 수 있듯이 방출후 5 일이 경과되었을 때 가장 높은 

핵임계도값을 보이고 있다. 이 사용후핵연료를 기준으로 핵임계 분석을 수행

할 것이다.

       Fig. 5.29. Keff + 1.65σ for the infinite array of 5mm 

thickness canisters containing metal rods. 

C o o lin g  T im e  (y r)

0 .0 1 0 .1 1 1 0 1 0 0 1 0 0 0

K ef
f +

 1
.6

5 
σ

0 .9 2

0 .9 4

0 .9 6

0 .9 8

1 .0 0

1 .0 2

3 .5 w t% , 3 3 G W D /M T U
3 .5 w t% , 3 6 G W D /M T U
3 .2 w t% , 3 3 G W D /M T U
3 .3 w t% , 3 3 G W D /M T U
3 .4 w t% , 3 3 G W D /M T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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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30. Keff + 1.65σ for the infinite array of 5 

mm canisters containing metal rods. 

Cooling Time (Day)
0.01 0.1 1 10 100

K ef
f

1.008

1.010

1.012

1.014

1.016

1.018
3.5wt%, 33GWD/MTU 

 나. 금속저장체에 대한 핵임계 안전해석I

  사용후핵연료를 금속봉으로 만들어 캐니스터에 장전하여 저장하는 개념

에 대한 핵임계도 분석을 통하여 최대핵임계도를 나타내는 캐니스터의 배열 

및 주변조건을 결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핵임계 관점에서 안전한 캐니스터

의 두께 결정과 기계적인 공차 등에 의한 향을 분석하 다. 핵임계 안전해

석에서는 정상상태의 핵임계 안전성과 가상 사고시의 핵임계 안전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핵물질 취급시설이나 장치의 설계에서 정상상태의 경우에는 핵임계 안

전성을 쉽게 만족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가상 사고시에는 미임계한계치

를 만족치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

다. 본연구에서는 캐니스터간의 간격과 캐니스터 주변 공기중 수분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핵임계도 분석을 수행하여 정상상태를 포함한 가상사고시의 

캐니스터의 배열변화 및 홍수 등의 최악의 조건하에서도 핵임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저장조건을 제시하 다. 

  (1) 장전형태 및 계산모형

      Fig. 5.31에는 금속봉과 19개의 금속봉이 장전된 캐니스터을 보여 주

고 있다. 금속봉은 반경이 3 cm이고, 길이가 248.5 cm로서 캐니스터당 19개

씩 저장하여, 1 개 캐니스터의 용량이 2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해당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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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 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Fig. 5.32와 같이 육각기둥 형태의 캐니스

터를 동일 부피조건하에서 원기둥형태로 변형하여 핵임계 계산을 수행하  

다. 캐니스터 내부에는 포화 수증기가 장입된 것으로 가정하 다. 저장시설

의 구조물과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고, 캐니스터가 무한배열된 것으로 가정하

여 핵임계도 계산을 수행하 다.  

Fig. 5.31. Dimensions of the metal

         rod  and the canister

3 4 8 . 5  c m

3 . 0  c m

M e t a l  R o d C a n i s t e r

  

  

Fig. 5.32. Calculation model of the canister        

containing metal rods.

1.5

4.055

6.747
7.031

4.30

단위 : cm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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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캐니스터 두께 및 배열조건 결정

     캐니스터의 두께가 7 cm인 경우, 중성자수를 1000으로 하여 개략적인 

계산을 통해 캐니스터간의 간격이 5 cm이고 공기중의 수분농도가 0.39 

g/cm3일 때 핵임계도가 피크값을 갖는 것을 확인하 다. 7 mm인 경우에는 

미임계 한계치 근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상태를 기준으로  캐니스터의 

두께에 따른 핵임계도 계산을 수행한 결과, 캐니스터의 두께가 6 mm이하의 

경우에는 미임계한계치 (keff=0.936)를 훨씬 넘다.      

   (가) 7 mm 캐니스터에 대한 핵임계도 분석

       캐니스터의 두께를 7 mm로 고정하고 공기중의 농도와 캐니스터의 

간격을 변화시키면서 최대핵임계도를 찾기 위한 핵임계도 분석을 수행하

다. 중성자수를 1000 개로 택하여 캐니스터간의 간격을 2 cm 간격으로 변화

시키면서  0.0, 2.0, 4.0, 6.0, 8.0 cm의 캐니스터간 간격에 대해서 수분의 농

도를 변화시키면서 계산을 수행하 다. 계산결과는 Fig. 5.33과 같다. 이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캐니스터간의 간격이 4 cm 근방에서 핵임계도가 대체

로 큰 값을 보 다.  

Fig. 5.33.  Keff + 1.65σ for the infinite array of 7 mm 

thickness canisters containing metal rods at 

five distances between canisters : 0, 2, 4, 6 

and 8 cm.

S u b c r i t i c a l  L i m i t

W a t e r  C o n c e n t r a t i o n  (  g / c m 3 )

0 . 0 0 . 1 0 . 2 0 . 3 0 . 4 0 . 5 0 . 6 0 . 7 0 . 8 0 . 9 1 . 0

K ef
f + 

1.
65

σ

0 . 5

0 . 6

0 . 7

0 . 8

0 . 9

1 . 0

D i s t a n c e   :   0  c m
D i s t a n c e   :   2  c m
D i s t a n c e   :   4  c m
D i s t a n c e   :   6  c m
D i s t a n c e   :   8  c m

 

    캐니스터간의 간격이 3 과 5 cm 사이의 구간을 0.2 cm 간격으로 세분하

여 중성자의 수를 10000으로 가정하여 핵임계 분석을 수행하 다. 이들 결과



- 360 -

를 Fig. 5.34에 제시하 다. Fig. 5.34에서 알 수 있듯이 4 와 5 cm 사이에서 

대체로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성자수를 50000으로 증가시

켜 캐니스터간의 간격 4 와 5 cm 사이를 0.2 cm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핵

임계도가 피크값을 갖는 공기중 수분농도를 찾았다. 이들 피크값을 Fig. 5.35

에 제시하 다.

Fig. 5.34. Keff + 1.65σ for the infinite array of 7 mm    

  thickness canisters containing metal rods,      

  calculated by using MCNP4B at 50000         

  neutron source numbers.

Distance Between Canisters (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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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ister Thickness : 7 mm

Fig. 5.35. Keff + 1.65σ for the infinite array of 8mm    

 canisters containing metal rods.

Distance between Canisters (cm)
4.0 4.2 4.4 4.6 4.8 5.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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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ister Thickness : 8 mm

    캐니스터의 두께가 7 mm인 경우의 최대핵임계도값을 나타내는 지점은 

공기중 수분농도가 0.34 g/cm3이고 간격이 4.8 cm인 경우이며, 이때 핵임계

도값은 0.94401±0.00050으로 나타났다. 이 값은 95 %의 신뢰도를 적용하면 

최대치는 0.945가 되어 미임계 한계치 0.936를 초과한다. 또한 기계적인 공차 

및 여러 가지 예상되는 오차를 고려하면 더 초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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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의 두께를 증가시켜 핵임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한

다. 

   

   (나) 캐니스터 두께가 8 mm 인 경우의 핵임계 분석 

       캐니스터 두께가 8 mm일 때의 최대핵임계도값을 찾기 위해서 캐니

스터의 두께가 7 mm인 경우에 대한 핵임계도 분석에서 결정된 공기중 수분

농도와 캐니스터간의 간격 근방에서 핵임계도 계산을 수행하 다. 그 계산결

과는 Fig. 5.36과 같다. Fig. 5.36에서 볼 수 있듯이 8 mm인 경우의 최대핵

임계도 값은 캐니스터간의 간격이 4.4 cm이고 공기 중의 수분농도가 0.35 

g/cm3일 때 나타났다. 95 %의 신뢰구간에서의 핵임계도값의 최대값은 0.913

으로서 미임계 한계치 0.936보다 충분히 적은 값으로 나타낸다. 즉, 앞에서 

가정한 계산모델과 계산조건하에서 8 mm 캐니스터를 사용하여 저장하면 예

상되는 모든 캐니스터 외부조건하에서도 미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Fig. 5.36. Keff + 1.65σ for the infinite array of the 

canisters containing metal rods at 0.34 g/cm
3
 

water concentration and 4.4 cm distance 

between canisters.

Subcritical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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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계적인 공차 등에 의한 향

     캐니스터 두께 8 mm인 경우에 최대핵임계도를 나타내는 조건인  캐

니스터간의 저장간격 4.4 cm 및 공기중의 수분농도 0.35 g/cm3에서 캐니스

터 두께의 기계적 공차, 우라늄의 도오차 및 금속봉의 길이오차가 각각 5 

% 증감시에 핵임계도의 변화를 계산하여 Table 5.21에 제시하 다.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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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라늄의 도와 금속봉의 길이 오차에 의한 향은 

무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캐니스터의 두께가 5 % 증가했을 때

는 핵임계도가 13 %정도로 증가했다. 이 경우에 95 % 신뢰구간에서의 최대

값을 취하면 핵임계도는 0.925로 미임계 한계치 (0.936)이하로서 역시 핵임계 

관점에서 안전함을 알 수 있다. 

Table 5.21. Keff sensitivities of metal density, rod height and canister    

            thickness with 5 % deviation

Parameter
Parameter changing rate

-5 % 0 % 5 %

Metal density 0.91132±0.00040 0.91182±0.00050 0.91109±0.00064

Rod height 0.91089±0.00062 〃 0.91135±0.00064

Canister thickness 0.89810±0.00052 〃 0.92443±0.00051

  

 다. 금속저장체에 대한 핵임계 안전해석II

    사각 및 육각 캐니스터에 4 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분의 금속 핵연료

봉을 장전하는 모델을 설정하 다. 이 모델에 대해 MCNP 코드와 SCALE 

4.4 CSAS6를 각각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금속저장체 저장에 대한 핵임계 안

전해석을 수행하 다.

  (1) 계산모델, 조건 및 가정

   (가) 계산모델

       사각기둥과 육각기둥 형태의 두 가지 금속저장체 모델을 설정하

다. 사각기둥 형태의 경우에는 Fig. 5.37와 같이 캐니스터내에 금속봉을 격자

배열로 장전한다. 금속봉과 캐니스터의 제원 및 물리적인 특성은 Table 5.22

와 같다. 금속봉의 직경은 12.567 mm이고 길이가 3,805 mm이며,  196 개의 

금속봉을 14×14 배열로 캐니스터 내에 장전한다. 1 개 캐니스터의 장전량은 

4 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속한 악티나이드 핵종의 총량에 해당한다. 

    육각기둥 형태의 금속저장체는 Fig. 5.38과 같다. 금속봉과 캐니스터의 

제원 및 물리적인 특성을 Table 5.23에 제시하 다. 금속봉의 직경은 13.534 

mm이고 길이는 앞의 경우와 동일한 3,805 mm이며,  169 개가 고 도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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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7. Geometrical model of square canister containing 

metallized  spent fuel rods. 

 

Water Gap 
65 mm 

18.57 mm 

12.57 mm 

8 mm 

259.99 mm 

Table 5.22. Specifications of metal spent fuel rod and square       

             canister

 Metal spent fuel rod 

   - Diameter

   - Pitch

   - Length

   - Density

 1.2567 cm

 1.8571 cm

 380.05 cm

 19.05 g/㎤

 Metal spent fuel rod array

   - Array / total number

   - Rod Surface-to-Surface Distance

 14 x 14 Rods / 196 rods

 0.6004 cm

 Total weight of metal rods
 1760 kg 

 (4-assembly heavy metal amount)

 Canister 

   - Inner diameter

   - Thickness

   - Air condition in canister

 26.0 cm 

 4 mm - 10 mm

 Water-saturated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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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8. Geometrical model of hexagonal canister containing 

metallized spent fuel rods. 

101.51 mm 

888.10 mm 

13.53 mm 

   

Table 5.23. Specifications of metal spent fuel rod and hexagonal    

            canister

 Metal spent fuel rod  

 - Diameter

 - Pitch

 - Length

 - Density

 1.3534 cm

 1.3534 cm

 380.05 cm

 19.05 g/㎤

 Metal spent fuel rod array

 - Array / total number

 - Rod surface-to-surface distance

 169 rods

 0.0 cm

 Total weight of metal rods
 1760 kg 

 (4-assembly heavy metal amount)

 Canister 

 - Side length 

 - Thickness

 - Air condition in canister

 10.1505 cm 

 4 mm - 10 mm 

 Water-saturated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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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되어 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 개 캐니스터의 장전량은 4 개 사용

후핵연료 집합체에 속한 악티나이드 핵종의 총량에 해당한다.               

        

   (나) 가정

       Fig. 5.36와 5.37에 제시한 금속저장체가 x-y 방향으로 무한 격자배

열된 저장모델로 가정하고, 저장시설의 구조물을 무시하여 보수적인 관점에

서 핵임계도 분석이 되도록 하 다. 실제 금속봉에는 미량의 란타나이드 핵

종이 포함될 수 있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악티나이드 핵종만 고려하 다. 

캐니스터의 재질을 철로 가정하 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캐니스터 내부에는 

포화 수증기가 차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다) 계산방법

       본 연구에서는 금속저장체간의 간격, 저장체의 두께, 그리고 공기중 

수분농도를 변화시키면서 핵임계도 분석하여 정상상태를 포함한 가상사고시

에서도 핵임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 다. 캐니스터의 두

께를 4 mm에서 10 mm까지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공기중 수분의 농도와 캐

니스터간의 간격을 변화시키면서 핵임계 안전성이 확보되는 조건을 찾았다.  

   (라) 사용후핵연료 금속봉의 구성물질

       ORIGEN2의 핵종량 계산값에 Table 5.15의 핵종별 보정인자를 곱하

여 보수적인 핵종량을 구한 후, 이를 핵임계도 계산에 사용하 다. 실제적으

로는 란타나이드 핵종들이 미량 포함되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금속봉 내에

는 악티나이드 핵종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2) MCNP 코드를 이용한 핵임계도 분석

   (가) 사각 캐니스터에 대한 계산결과 및 분석 

       캐니스터 두께가 7 mm이고 수분농도가 0.30 g/mL며, 캐니스터간의 

간격이 60 mm인 경우에 최대핵임계도는 0.93209±0.00415로 나타났다. 95 % 

신뢰도를 적용할 때, 최종핵임계도는 0.94022로 나타났다. Fig. 5.39에서 수분

농도가 0.30 g/mL일 때 금속저장체간의 간격에 따른 핵임계도를 최대허용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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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도와 비교하 다. 또한 캐니스터간의 간격이 60 mm인 경우의 수분농도

에 따른 핵임계도를 Fig. 5.40에서 비교하 다. 이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핵임계도가 최대허용핵임계도(0.936)보다 큰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7 mm 

캐니스터를 사용한 금속저장체 저장은 허용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Fig. 5.39. Keff for square canister with 7 mm  

     thickness.

Canister Surface-to-Surface D istance (cm )
0 2 4 6 8 10 12 14

K e
ff

0 .915

0.920

0.925

0.930

0.935

0.940

0.945

Canister Thickness   : 7  m m
W ater Concentration : 3.0 g/cm 3

M axim um  A llowable M ultip lication
 Factor (Keff = 0.936)

             
Fig. 5.40. Keff for square canisters with 7 and  

8 mm thickness. 

W a te r C on ce n tra tio n  ( g /cm 3 )

0 .0 0 .2 0 .4 0 .6 0 .8 1 .0 1 .2

K ef
f

0 .70

0 .75

0 .80

0 .85

0 .90

0 .95

1 .00

M a x im u m  A llo w a b le  M u ltip lica tio n  
F ac to r (K e ff =  0 .9 36 )

T h ickne ss  : 7  m m
 D is tan ce  : 6  cm

T h ickn ess  : 8   m m
 D is ta nce  : 6 .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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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니스터 두께가 8 mm이고 수분농도가 0.35 g/mL며, 캐니스터간의 간

격이 65 mm인 경우의 최대핵임계도는 0.90874±0.00364로서 95 % 신뢰도를 

적용하면 최종핵임계도는 0.91587이 된다. Fig. 5.40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

핵임계도가 최대허용핵임계도보다 충분히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8 mm 캐

니스터를 사용한 금속저장체 저장은 허용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나) 육각 캐니스터에 대한 계산결과 및 분석 

       캐니스터 두께가 7 mm인 경우의 핵임계도 계산결과를 Fig. 5.41에 

제시하 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핵임계도가 최대허용핵임계도(0.936)

보다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7 mm 캐니스터를 사용한 금속저장체 저

장은 허용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Fig. 5.42에서 볼 수 있듯이 8 mm 캐니

스터를 사용한 금속저장체 저장의 최대핵임계도는 수분농도가 0.34 g/mL이

고, 캐니스터간의 간격이 50 mm인 경우에 나타났으며, 95 % 신뢰도를 적용

한 최종핵임계도는 0.9303이 된다. 이 값은 사각기둥의 경우에 비하여 핵임

계도가 크게 증가했지만 최대허용핵임계도보다는 작기 때문에 8 mm 캐니스

터를 사용한 금속저장체 저장방식은 허용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Fig. 5.41. Keff for hexagonal canister with 7 mm   

   thickness.

C a n is te r  S u r fa c e - to -S u r fa c e  D is ta n c e  (c m )
4 .3 4 .4 4 .5 4 .6 4 .7 4 .8 4 .9 5 .0 5 .1

K e
ff

0 .9 3 6

0 .9 3 8

0 .9 4 0

0 .9 4 2

0 .9 4 4

0 .9 4 6

0 .9 4 8

0 .9 5 0

0 .9 5 2

0 .9 5 4

0 .9 5 6

0 .9 5 8

0 .9 6 0

W a te r  C o n c . :  0 .3 6  g /c m 3

W a te r  C o n c . :  0 .3 5  g /c m 3

W a te r  C o n c . :  0 .3 7  g /c m 3

C a n is te r  T h ic k n e s s  :  7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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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42. Keff for hexagonal canister with 8mm    

           thickness.

C a n is t e r  S u r f a c e - t o - S u r f a c e  D is t a n c e  ( c m )
4 . 2 4 . 4 4 . 6 4 . 8 5 . 0 5 . 2

K ef
f

0 . 9 0 0

0 . 9 0 5

0 . 9 1 0

0 . 9 1 5

0 . 9 2 0

0 . 9 2 5

0 . 9 3 0

0 . 9 3 5

0 . 9 4 0

0 . 9 4 5

W a t e r  C o n c .  :  0 . 3 4  g / c m 3

W a t e r  C o n c .  :  0 . 3 3  g / c m 3

W a t e r  C o n c .  :  0 . 3 5  g / c m 3

M a x im u m  A l lo w a b le  M u l t i p l i c a t i o n
 F a c t o r  ( K e f f  =  0 . 9 3 6 )

C a n is t e r  T h ic k n e s s  :  8  m m

   (다) 캐니스터 벽 두께의 미임계치

       사각기둥 형태와 육각기둥 형태의 금속저장체에 대해 캐니스터의 두

께, 수분농도와 금속저장체간의 간격을 동시에 변화시켰을 때 최대핵임계도

는 Fig. 5.43과 같다. 이 그림에서 금속저장체의 간격이 매우 적은 최대핵임  

    

Fig. 5.43. Keff as a function of canister thickness for 

square and hexagonal canisters.

 C a n is te r S u rfa c e -to -S u rfa c e  D is ta n c e  (c m )
3 4 5 6 7 8 9 1 0 1 1

K ef
f 

0 .8 0

0 .8 5

0 .9 0

0 .9 5

1 .0 0

1 .0 5

M a x im u m  A llo w a b le  M u lt ip lic a tio n
 F a c to r  (K e ff =  0 .9 3 6 )

H e x a g o n a l C a n is te r

S q u a re  C a n is t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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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들이 비슷하지만, 저장간격이 증가하면 육각기둥 금속저장체가 사각기둥 

금속저장에 비해서 높은 핵임계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각기둥 금속저장체의 경우에는 캐니스터의 두께가 7.15  

mm 이상이 되면 캐니스터의 외부조건에 관계없이 핵임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육각기둥인 금속저장체의 경우에는 캐니스터의 두

께가 7.8 mm 이상되어야만 핵임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SCALE CSAS6를 사용한 금속저장체에 대한 핵임계 안전해석

   (가) 최대핵임계도값 결정 및 계산방법

        캐니스터간의 간격과 수분농도가 어떠한 값을 갖더라도 무한배열된 

금속저장체의 핵임계도값이 최대허용핵임계도값을 넘지않는 캐니스터의 두

께를 결정하 다. 예비계산을 통하여 캐니스터의 두께가 대략 8∼9 mm인 

경우에 최대허용핵임계도에 근접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캐니스터의 

두께가 8 과 9 mm인 경우에 대해서 캐니스터의 간격과 수분농도를 변화시

키면서 최대핵임계도값과 그 때의 캐니스터 간격 및 수분농도를 구하 다. 

캐니스터간의 간격을 10에서 110 mm까지 10 mm씩 변화시키고, 수분농도를 

0.1에서 1.0 까지 0.1 g/mL씩 변화시키면서 핵임계도값을 계산하 다.

   (나) 사각 캐니스터에 대한 계산결과 및 분석 

       캐니스터의 두께가 8 과 9 mm인 경우에 캐니스터간의 간격과 수분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핵임계도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Table 5.24와 5.25에 

제시하 다. 이 결과를 캐니스터의 간격에 따른 핵임계도의 변화로 표시하면 

Fig. 5.44∼45와 같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수분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캐니스터의 간격이 넓을 때 핵임계도가 높은 값을 갖고 반대로 수분농도가 

높아지면 캐니스터의 간격이 좁은 경우에 핵임계도가 높은 값을 갖는다. 이

는 캐니스터 사이에 존재하는 물의 거시단면적이 특정한 값을 가질 때 중성

자가 최적으로 감속되어 반응도가 최대로 되기 때문이다. 

    Fig. 5.44와 5.45에서 캐니스터 간격별로 최대핵임계도 데이터를 발췌하

여 Table 5.26에 제시하 다. 이 결과를 토대로 캐니스터 간격에 따른 최대 

핵임계도값의 경향을 Fig. 5.46에 나타냈고, 수분농도에 따른 최대핵임계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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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4. Criticality calculation results for square canister with 8 mm   

            thickness

      Water density

             (g/mL)

 Canister

 distance(mm)

0.1 0.2 0.3 0.35 0.4 0.45 0.5 0.6 0.7 0.8 0.9 1.0

10
keff

σ

0.68314

0.00145

0.72436

0.00153

0.76181

0.00147

0.77943

0.00141

0.78847

0.00184

0.80155

0.00169

0.81478

0.00165

0.83291

0.00187

0.85079

0.00193

0.86697

0.00171

0.87739

0.00187

0.88984

0.00161

20
keff

σ

0.72069

0.00162

0.79093

0.00146

0.83527

0.00181

0.85043

0.00164

0.86865

0.00165

0.88084

0.00168

0.89184

0.00185

0.91182

0.00155

0.92044

0.00195

0.92984

0.00180

0.93345

0.00159

0.93768

0.00208

30
keff

σ

0.75367

0.00184

0.83522

0.00174

0.88048

0.00172

0.89912

0.00172

0.91023

0.00175

0.92199

0.00184

0.92705

0.00203

0.93787

0.00175

0.93860

0.00217

0.93400

0.00190

0.92764

0.00190

0.91849

0.00204

40
keff

σ

0.78485

0.00155

0.86712

0.00194

0.90979

0.00177

0.92437

0.00192

0.92986

0.00202

0.93288

0.00185

0.93766

0.00186

0.93341

0.00180

0.91785

0.00197

0.91120

0.00183

0.89249

0.00197

0.87909

0.00201

50
keff

σ

0.80857

0.00195

0.89385

0.00176

0.93074

0.00178

0.93511

0.00180

0.93880

0.00196

0.93241

0.00188

0.93362

0.00172

0.91351

0.00224

0.89440

0.00224

0.87393

0.00196

0.85072

0.00185

0.82423

0.00209

60
keff

σ

0.80970

0.00181

0.91072

0.00214

0.93368

0.00198

0.93468

0.00183

0.92950

0.00193

0.91960

0.00202

0.91344

0.00189

0.88553

0.00190

0.85919

0.00200

0.82742

0.00197

0.79639

0.00234

0.77043

0.00210

70
keff

σ

0.84951

0.00170

0.92340

0.00167

0.93154

0.00248

0.92601

0.00213

0.91737

0.00187

0.90481

0.00190

0.88849

0.00210

0.85331

0.00191

0.81859

0.00219

0.78375

0.00201

0.74490

0.00189

0.71396

0.00212

80
keff

σ

0.86471

0.00207

0.92876

0.00208

0.92683

0.00175

0.91374

0.00198

0.89981

0.00196

0.88125

000189

0.86008

0.00198

0.81949

0.00188

0.77637

0.00215

0.73900

0.00216

0.69969

0.00195

0.66489

0.00192

90
keff

σ

0.87365

0.00192

0.92884

0.00203

0.91794

0.00194

0.89964

0.00224

0.87717

0.00178

0.85713

0.00199

0.83198

0.00196

0.78361

0.00247

0.73709

0.00199

0.69941

0.00202

0.66020

0.00171

0.62777

0.00199

100
keff

σ

0.88728

0.00205

0.93246

0.00210

0.90128

0.00196

0.88049

0.00205

0.85602

0.00215

0.82507

0.00186

0.80032

0.00178

0.74754

0.00232

0.65859

0.00198

0.65859

0.00198

0.62344

0.00203

0.59606

0.00181

110
keff

σ

0.89305

0.00196

0.92623

0.00216

0.88716

0.00200

0.85944

0.00179

0.82613

0.00181

0.79486

0.00227

0.76836

0.00180

0.71276

0.00167

0.66605

0.00204

0.62599

0.00176

0.59229

0.00197

0.56203

0.0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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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5. Criticality calculation results for square canister with 9 mm   

            thickness

      Water density

             (g/mL)

 Canister

 distance(mm)

0.1 0.2 0.3 0.35 0.4 0.45 0.5 0.6 0.7 0.8 0.9 1.0

10
keff

σ

0.67809 

0.00155 

0.72106

0.00152

0.75557

0.00182

0.76677

0.00167

0.78208

0.00169

0.79437

0.00169

0.80377

0.00163

0.81978

0.00183

0.84081

0.00191

0.85069

0.00162

0.86147

0.00205

0.87420

0.00194

20
keff

σ

0.71806 

0.00167 

0.77844

0.00158

0.82504

0.00165

0.83900

0.00189

0.85175

0.00181

0.86345

0.00159

0.87350

0.00196

0.88943

0.00175

0.89448

0.00181

0.90431

0.00167

0.90696

0.00212

0.90703

0.00174

30
keff

σ

0.75016 

0.00161 

0.82571

0.00182

0.86641

0.00162

0.88046

0.00201

0.88777

0.00211

0.89820

0.90207

0.00174

0.00182

0.90651

0.00196

0.90702

0.00163

0.90564

0.00176

0.89672

0.00203

0.88673

0.00232

40
keff

σ

0.77576 

0.00166 

0.85519

0.00153

0.88993

0.00202

0.89706

0.00188

0.90361

0.00174

0.90768

0.00184

0.90425

0.00168

0.89533

0.00165

0.89191

0.00187

0.87743

0.00188

0.85914

0.00189

0.84087

0.00199

50
keff

σ

0.79976 

0.00165 

0.87532

0.00157

0.90061

0.00212

0.90660

0.00240

0.91028

0.00202

0.90288

0.00221

0.89861

0.00191

0.88145

0.00202

0.86027

0.00169

0.83787

0.00208

0.81498

0.00198

0.79241

0.00195

60
keff

σ

0.82117 

0.00188

0.88838

0.00165

0.90194

0.00182

0.90642

0.00177

0.89813

0.00195

0.88815

0.00181

0.87570

0.00178

0.85365

0.00196

0.82419

0.00205

0.79490

0.00206

0.76382

0.00186

0.73684

0.00210

70
keff

σ

0.83329 

0.0016  

0.89650

0.00187

0.90457

0.00186

0.89463

0.00207

0.88409

0.00197

0.86817

0.00210

0.85177

0.00225

0.82087

0.00196

0.78708

0.00205

0.75047

0.00192

0.72229

0.00187

0.68837

0.00213

80
keff

σ

0.84885 

0.0021  

0.90160

0.00189

0.89487

0.00207

0.88243

0.00209

0.86663

0.00210

0.84617

0.00194

0.82726

0.00183

0.78380

0.00192

0.74764

0.70978

0.00190

0.00229

0.67334

0.00186

0.64349

0.00190

90
keff

σ

0.85845 

0.00185 

0.90273

0.00235

0.88472

0.00180

0.86618

0.00196

0.84532

0.00185

0.82516

0.00182

0.79352

0.00197

0.75047

0.00197

0.70796

0.00210

0.66772

0.00174

0.63214

0.00203

0.60335

0.00205

100
keff

σ

0.86816 

0.00187 

0.89854

0.00235

0.88364

0.00200

0.84365

0.00166

0.82355

0.00214

0.79455

0.00188

0.76449

0.00194

0.72190

0.00192

0.67498

0.00183

0.63440

0.00177

0.59901

0.00179

0.56954

0.00211

110
keff

σ

0.87295 

0.0021

0.89449

0.00184

0.84989

0.00229

0.82449

0.00194

0.79711

0.00214

0.76498

0.00186

0.74085

0.00195

0.68756

0.00183

0.64495

0.00192

0.59806

0.00175

0.57243

0.00182

0.54773

0.0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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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4. Keff for square canister of 8 m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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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5. Keff for square canister of 9 m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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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향을 Fig. 5.47에 제시하 다. Fig. 5.46과 5.47의 결과로부터 캐니스터

의 두께가 8 mm 인 경우에는 미임계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캐

니스터 두께가 9 mm 인 경우에는 모든 캐니스터 간격 및 수분농도에서도 

미임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MCNP 코드의 결과에 비해서 보

수적으로 나타났다. 

Table 5.26. Maximum keff for square canister

 Water

 density   

 (g/mL)

8 mm 9 mm

 Canister

 distance(mm)
keff S keff + 1.65S

 Canister

 distance(mm)
keff S keff + 1.65S

0.1000 110.0000 .89305 .00196 .89628 110.0000 .87295 .00210 .87642

0.2000 100.0000 .93246 .00210 .93593 90.0000 .90273 .00235 .90661

0.3000 60.0000 .93368 .00198 .93695 70.0000 .90457 .00186 .90764

0.3500 50.0000 .93511 .00180 .93808 50.0000 .90660 .00240 .91056

0.4000 50.0000 .93880 .00196 .94203 50.0000 .91028 .00202 .91361

0.4500 40.0000 .93288 .00185 .93593 40.0000 .90768 .00184 .91072

0.5000 40.0000 .93766 .00186 .94073 40.0000 .90425 .00168 .90702

0.6000 30.0000 .93787 .00175 .94076 40.0000 .89533 .00165 .89805

0.7000 30.0000 .93860 .00217 .94218 30.0000 .90702 .00163 .90971

0.8000 30.0000 .93400 .00190 .93714 30.0000 .90564 .00176 .90854

0.9000 20.0000 .93345 .00159 .93607 20.0000 .90696 .00212 .91046

1.0000 20.0000 .93768 .00208 .94111 20.0000 .90703 .00174 .90990

   

   (다) 육각 캐니스터에 대한 계산결과 및 분석 

       캐니스터의 두께가 8 과 9 mm인 경우에 캐니스터간의 간격과 수분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구한 핵임계도 계산결과를 Table 5.27과 5.28에 제시하

다. 이 결과들을 캐니스터의 간격에 따른 핵임계도의 변화로 표시하면 

Fig. 5.48과 5.49와 같다. 

    Fig. 5.48과 5.49에서 캐니스터 간격별로 최대핵임계도 데이터를 발췌하

여 Table 5.29에 제시하 다. 이 결과를 토대로 캐니스터 간격에 따른 최대 

핵임계도값의 경향을 Fig. 5.50에 나타냈고, 수분농도에 따른 최대핵임계도값

의 경향을 Fig. 5.51에 제시하 다. Fig. 5.50과 5.51의 결과로부터 캐니스터

의 두께가 8 mm인 경우에는 미임계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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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6. Maximum keff for square canister as a function of    

          surface-to-surface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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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47. Maximum keff for square canister as a function of water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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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7. Criticality calculation results for hexagonal canister with 8    

           mm thickness

      Water density

             (g/mL)

 Canister

 distance(mm)

01 0.2 0.3 0.35 0.4 0.45 0.5 0.6 0.7 0.8 0.9 1.0

10
keff

σ

0.70802

0.00140

0.73567

0.00155

0.76138

0.00155

0.77188

0.00182

0.79142

0.00150

0.80513

0.00155

0.82123

0.00149

0.83857

0.00169

0.85088

0.00161

0.86886

0.00161

0.87609

0.00193

20
keff

σ

0.73381

0.00153

0.78533

0.00148

0.82369

0.00160

0.84094

0.00190

0.85468

0.00154

0.86809

0.00161

0.87976

0.00161

0.89689

0.00169

0.91402

0.00181

0.92157

0.00174

0.90803

0.00175

0.93465

0.00171

30
keff

σ

0.75986

0.00155

0.82823

0.00176

0.87085

0.00157

0.88704

0.00176

0.89758

0.00158

0.91013

0.00167

0.92210

0.00230

0.93023

0.00179

0.93373

0.00172

0.93331

0.00193

0.93228

0.00180

0.92774

0.00171

40
keff

σ

0.79000

0.00146

0.86095

0.00171

0.90557

0.00181

0.91732

0.00176

0.92790

0.00254

0.92824

0.00169

0.93599

0.00201

0.93530

0.93070

0.00182

0.00213

0.91689

0.00169

0.90599

0.00167

0.89046

0.00196

50
keff

σ

0.81295

0.00182

0.88357

0.00156

0.92409

0.00199

0.93074

0.00230

0.93827

0.00182

0.93821

0.00213

0.93463

0.00184

0.92622

0.00170

0.90854

0.00242

0.88635

0.00174

0.86336

0.00198

0.84054

0.00202

60
keff

σ

0.82453

0.00150

0.90635

0.00187

0.93825

0.00218

0.93745

0.00229

0.93854

0.00272

0.93036

0.00186

0.92255

0.00184

0.90100

0.00214

0.87469

0.00196

0.84881

0.00199

0.81667

0.00195

0.78919

0.00192

70
keff

σ

0.85201

0.00176

0.91975

0.00225

0.93850

0.00199

0.93721

0.00219

0.92971

0.00264

0.91785

0.00195

0.90591

0.00180

0.87375

0.00183

0.83880

0.00176

0.80278

0.00195

0.76861

0.00178

0.73873

0.00191

80
keff

σ

0.86864

0.00162

0.92935

0.00173

093528

0.00203

0.92825

0.00261

0.91656

0.00205

0.89515

0.00183

0.88198

0.00207

0.83822

0.00189

0.80261

0.00193

0.76037

0.00191

0.72741

0.00230

0.69455

0.00193

90
keff

σ

0.88204

0.00174

0.93693

0.00168

0.93153

0.00186

0.91377

0.00186

0.89779

0.00198

0.87397

0.00183

0.85300

0.00221

0.80826

0.00203

0.76167

0.00193

0.71696

0.00178

0.68262

0.00186

0.65412

0.00201

100
keff

σ

0.90049

0.00228

0.93861

0.00182

0.91843

0.00199

0.89623

0.00189

0.87367

0.00204

0.82356

0.00227

0.77128

0.00204

0.72547

0.00180

0.68295

0.00195

0.64917

0.00229

0.62127

0.00203

110
keff

σ

0.90859

0.00163

0.84027

0.00175

0.90727

0.00191

0.87995

0.00205

0.84847

0.00203

0.82145

0.00207

0.79203

0.00222

0.74056

0.00217

0.69080

0.00211

0.65050

0.00186

0.61865

0.00184

0.59476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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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8. Criticality calculation results for hexagonal canister with 9    

            mm thickness

      Water density

             (g/mL)

 Canister

 distance(mm)

0.1 0.2 0.3 0.35 0.4 0.45 0.5 0.6 0.7 0.8 0.9 1.0

10
keff

σ

0.70419

0.00145

0.73050

0.00151

0.75569

0.00159

0.76821

0.00144

0.77833

0.00149

0.78677

0.00154

0.79751

0.00144

0.81540

0.00178

0.82986

0.00186

0.84211

0.00160

0.85262

0.00158

0.86451

0.00165

20
keff

σ

0.73193

0.00148

0.77789

0.00162

0.81866

0.00168

0.83181

0.00154

0.84424

0.00170

0.85782

0.00165

0.86529

0.00174

0.88105

0.00183

0.89694

0.00167

0.90163

0.00156

0.90803

0.00175

0.91306

0.00195

30
keff

σ

0.75934

0.00146

0.82008

0.00142

0.85867

0.00175

0.87270

0.00182

0.88629

0.00171

0.89311

0.00177

0.90015

0.00195

0.90699

0.00180

0.91273

0.00211

0.90888

0.00202

0.90748

0.00165

0.89710

0.00195

40
keff

σ

0.78080

0.00195

0.85109

0.00161

0.88822

0.00185

0.89983

0.00190

0.90245

0.00229

0.90879

0.00188

0.91609

0.00181

0.90946

0.00165

0.90246

0.00194

0.89289

0.00168

0.87826

0.00171

0.86352

0.00183

50
keff

σ

0.80348

0.00177

0.87139

0.00162

0.90425

0.00192

0.90991

0.00173

0.90760

0.00178

0.90996

0.00201

0.90766

0.00196

0.89118

0.00199

0.87930

0.00192

0.85555

0.00217

0.83315

0.00190

0.81294

0.00199

60
keff

σ

0.82302

0.00159

0.88964

0.00169

0.91275

0.00174

0.91109

0.00165

0.90945

0.00179

0.89986

0.00175

0.89479

0.00188

0.86874

0.00177

0.84301

0.00178

0.81366

0.00203

0.78848

0.00220

0.76016

0.00180

70
keff

σ

0.84161

0.00171

0.89980

0.00192

0.91513

0.00186

0.91123

0.00179

0.90005

0.00160

0.88649

0.00206

0.87362

0.00200

0.84450

0.00218

0.80978

0.00214

0.77655

0.00175

0.73963

0.00184

0.70966

0.00188

80
keff

σ

0.85806

0.00180

0.90878

0.00163

0.90739

0.00171

0.89758

0.00177

0.88275

0.00158

0.86501

0.00204

0.84532

0.00192

0.81166

0.00184

0.76958

0.00220

0.73296

0.00186

0.70293

0.00192

0.67166

0.00206

90
keff

σ

0.86915

0.00222

0.91181

0.00169

0.89869

0.00175

0.88490

0.00207

0.86472

0.00202

0.84456

0.00206

0.82278

0.00193

0.77818

0.00187

0.73043

0.00179

0.69517

0.00192

0.65860

0.00193

0.63417

0.00174

100
keff

σ

0.87981

0.00162

0.91471

0.00185

0.88752

0.00182

0.86562

0.00183

0.84470

0.00176

0.81898

0.00214

0.79522

0.00217

0.74360

0.00189

0.69690

0.00179

0.66341

0.00176

0.62741

0.00186

0.60052

0.00218

110
keff

σ

0.89173

0.00165

0.90929

0.00170

0.87642

0.00164

0.84679

0.00195

0.82370

0.00192

0.79632

0.00209

0.76428

0.00195

0.71340

0.00190

0.67061

0.00186

0.63015

0.00208

0.60018

0.00182

0.57523

0.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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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8. Keff for hexagonal canister of 8 mm thickness.

Canister Surface-to-Surface Distance (mm)
0 20 40 60 80 100 120

K ef
f

0.5

0.6

0.7

0.8

0.9

1.0
0.1 g/mL
0.2
0.3
0.35
0.4
0.45
0.5
0.6
0.7
0.8
0.9
1.0

Fig. 5.49. Keff for hexagonal canister of 9 m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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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0. Maximum keff for hexagonal canister as a function of  

         surface-to-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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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1. Maximum keff for hexagonal canister as a function   

          of water concentration.  

Maximum Allowable Multiplication Factor (Keff=0.9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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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터 두께가 9 mm인 경우에는 모든 캐니스터 간격 및 수분농도에서도 미

임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사각 캐니스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MCNP

의 결과보다 보수적이다.

 

Table 5.29. Maximum keff for hexagonal canister

 Water

 density   

 (g/mL)

8 mm 9 mm

 Canister

 distance(mm)
keff S keff + 1.65S

 Canister

 distance(mm)
keff S keff + 1.65S

0.1000 110.0000 .90859 .00163 .91128 110.0000 .89173 .00165 .89445

0.2000 100.0000 .93861 .00182 .94161 100.0000 .91471 .00185 .91776

0.3000 70.0000 .93850 .00199 .94178 70.0000 .91513 .00186 .91820

0.3500 60.0000 .93745 .00229 .94123 70.0000 .91123 .00179 .91418

0.4000 60.0000 .93854 .00272 .94303 60.0000 .90945 .00179 .91240

0.4500 50.0000 .93821 .00213 .94172 50.0000 .90996 .00201 .91328

0.5000 40.0000 .93599 .00201 .93931 40.0000 .90609 .00181 .90908

0.6000 30.0000 .93023 .00179 .93318 40.0000 .90946 .00165 .91218

0.7000 30.0000 .93373 .00182 .93673 30.0000 .91273 .00211 .91621

0.8000 20.0000 .92157 .00174 .92444 20.0000 .90163 .00156 .90420

0.9000 20.0000 .90803 .00175 .91092 20.0000 .90803 .00175 .91092

1.0000 10.0000 .87609 .00193 .87927 10.0000 .86451 .00165 .86723

  (3) 금속저장체에 대한 핵임계 안전해석의 종합평가

      SCALE4.4 CSAS6의 계산결과는 대체로 MCNP에 비해서 보수적이다. 

또한 CSAS6는 MCNP보다 세 한 계산을 수행하 다. 따라서 보수적인 관

점에서 CSAS의 계산결과를 기준으로 금속저장체에 대한 핵임계 안전성을 

평가하 다. Table 5.26에서 알 수 있듯이 사각 캐니스터의 두께가 9 mm 인 

사각 캐니스터의 금속저장체의 최대핵임계도값은 0.91028±0.00202로서 캐니

스터간의 간격과 수분농도가 각각 50 mm와 0.40 g/mL인 경우에 나타났다. 

또한 Table 5.29에서 알 수 듯이 캐니스터의 두께가 9 mm 인 육각 캐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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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금속저장체는 최대핵임계도값은 0.91609±0.00181로서 캐니스터간의 간

격과 수분농도가 각각 70 mm와 0.30 g/mL인 경우에 나타났다. 최대핵임계

도값이 나타난 캐니스터간의 간격과 수분농도가 거의 비슷하고 최대핵임계

도값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최대핵임계도값의 95 % 신뢰구간에서 상한값을 

취하면 각각 0.91361과 0.91908이다. 이 값들은 최대허용핵임계도값보다 충분

히 작은 값으로 핵임계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사각 및 육각 캐

니스터 금속저장체의 가상저장시설은 캐니스터의 두께가 9 mm 이상이면 미

임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5. IMEF 예비핫셀에 대한 핵임계 안전 및 차폐능 분석

  조사재시험시설(IMEF)의 지하 1층에 전면의 벽과 manipulator 등을 설치

하면 핫셀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곳을 핫셀로 개조하여 차세대관리

공정의 실증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실증시설에 사용할 사용후핵연료의 양

을 120 kg으로 가정하고 QDAS와 MCNP 코드를 사용하여 차폐해석을 수행

하 다. 또한 MCNP 코드를 이용하여 핵임계 안전해석을 수행하 다. 

 가. 차폐해석용 전산코드 시스템

  (1) SCALE과 MCNP 코드의 특성

     SCALE에는 모듈이 SAS1[52], SAS2[53], SAS3[54] 및 SAS4[55] 등 

네 개의 차폐해석 모듈이 있다. SAS1모듈의 XSDRNPM코드는 1차원 차폐

해석을 수행하고, SAS2모듈은 캐스크 형태에 대한 연소계산과 1차원 반경방

향 차폐계산을 수행한다. SAS3모듈은 몬테카를로 코드인 MORSE-SGC [56]

를 이용하여 차폐해석용 라이브러리를 생산하며, SAS4모듈은 캐스크 형태에 

대하여 몬테카를로 차폐해석을 수행한다. XSDOSE[57]와 QDAS[58]는 결정

론적 방법으로 차폐해석을 수행하는 코드다. XSDOSE는 1 차원 모사만 가

능하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된다. QDAS는 2 차원 모사가 가능하고, 

SCALE에 속한 핵자료 생산과 선원 결정 코드들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

기 때문에 차폐해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앞에서 검증한 바 있는 MCNP 

코드는 핵임계 계산과 함께 차폐해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코드로 정 계산

에 널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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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에 대한 차폐해석 코드시스템 구축

     방사선원이 사용후핵연료인 핵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차폐해석 코드시

스템을 Fig. 5.52와 같이 구축하 다. ORIGEN-S나 SAS2H를 사용하여 사용

후핵연료에 속한 핵종들의 핵종량과 이들에서 발생하는 감마선과 중성자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구한다. Fig. 5.52의 연결 프로그램(coupling program)은 

ORIGEN-S나 SAS2H 코드의 출력파일로부터 이들 정보를 추출하여 차폐해

석 코드인 QDAS나 MCNP 코드의 입력자료(input)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QDAS나 MCNP 코드의 샘플 입력자료를 읽어 들여 입

력자료를 수정하여 새로운 입력자료를 만든다. 

Fig. 5.52. Establishment of computer code 

system for shield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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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D A S   w ith  2 7 N - 1 8 P  o r  2 2 N - 1 8 P
- M C N P  w ith  E N D F /B - V I

  (3) 차폐해석용 전산코드의 비교분석

    앞에서 구축한 차폐해석 코드시스템에서 2 개의 차폐해석 코드인 

QDAS와 MCNP를 비교하 다. PWR 사용후핵연료로서 17×17 배열을 갖고, 

농축도 5.0 wt%, 연소도 50 GWd/tU이고 냉각기간이 3 년인 사용후핵연료, 

0.2 g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용기를 기준으로 비교하 다. 선원의 스펙트럼

을 SAS2H로부터 구하여 사용하 으며, 비교결과를 Fig. 5.53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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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3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코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MCNP의 계산결과는 전체적으로 약간 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Fig. 5.53. Comparison of MCNP and QDAS codes.

-2-dim. Cylinderical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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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MEF 예비핫셀에 대한 차폐해석

  (1) 핫셀의 계산모델 및 가정

     기존의 IMEF 예비핫셀에 근거하여 차세대관리공정의 실증을 위한 장

치들의 설치를 가상하여 Fig. 5.54와 같은 계산모델을 설정하 다. 왼쪽으로

부터 첫번째 셀은 분말화셀이고, 두 번째 셀은 핵물질의 이송 및 수납셀이

며, 세번째 셀은 금속화셀이다. 분말화셀에서는 UO2와 U3O8의 분말이 악티

나이드 핵종량 기준(이하 우라늄 기준라 함)으로 각각 20 kg씩 용기에 담겨

져 있는 상태로 가정하 다. 이송셀에서는 U3O8의 분말이 우라늄기준으로 20 

kg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금속화셀에서는 U3O8 분말이 우라늄 기준으

로 20 kg, 우라늄 금속괴(ingot)가 40 kg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우라늄 

기준으로 총 120 kg의 사용후핵연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보수적인 조건하에 차폐해석을 하기 위해서 핵물질 용기가 모두 전면의 

벽면에 착된 것으로 가정하 다. 또한 용기들의 좌우 배치에 따른 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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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서 가장 보수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차폐해석을 수행하 다. 

Fig. 5.54. Geometrical model of IMEF spare hot cell for shield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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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용후핵연료의 스펙트럼 계산

     SAS2H를 사용하여 17×17 배열을 갖는 집합체로서 농축도 5.0 %, 연

소도 50 GWd/tU이고 냉각기간이 3 년인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에너지 

스펙트럼을 계산하 다. 그 결과를 Table 5.30에 제시하 다. 사용후핵연료의 

중성자 방출 세기는 감마선의 스펙트럼에 비해서 무시할 정도로 매우 적기 

때문에 차폐해석에서 큰 향을 미치지 못한다. 차폐계산에서는 Table 5.30

에 제시된 감마선의 스펙트럼만 고려했다. 

  (3) 차폐해석 결과

     차폐해석 결과를 Fig. 5.55에 제시하 다. Fig. 5.55에 볼 수 있듯이 전

면 벽의 두께가 증가하면 표면 등가당량이 감소하여 두께가 76.4 cm 이상이

면 작업장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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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0. Gamma-ray energy spectrum for PWR spent fuel of 4.0   

            wt%, 45 GWd/tU and 3 year cooling

Energy interval(MeV)
Emission rate

(photons/s)

Energy emission 

rate by photon

MeV/sLower energy Upper energy

0.0000E-02 5.0000E-02 1.4876E+09 4.4627E+07

5.0000E-02 1.0000E-01 4.6533E+08 3.4900E+07

1.0000E-01 2.0000E-01 4.1391E+08 6.2086E+07

2.0000E-01 3.0000E-01 1.1167E+08 2.7917E+07

3.0000E-01 4.0000E-01 8.3249E+07 2.9137E+07

4.0000E-01 6.0000E-01 8.3852E+08 4.1926E+08

6.0000E-01 8.0000E-01 1.7059E+09 1.1941E+09

8.0000E-01 1.0000E+00 3.3101E+08 2.9791E+08

1.0000E+00 1.3300E+00 7.6045E+07 8.8593E+07

1.3300E+00 1.6600E+00 2.8905E+07 4.3213E+07

1.6600E+00 2.0000E+00 2.0458E+06 3.7438E+06

2.0000E+00 2.5000E+00 6.9170E+06 1.5563E+07

2.5000E+00 3.0000E+00 1.5158E+05 4.1683E+05

3.0000E+00 4.0000E+00 1.8613E+04 6.5144E+04

4.0000E+00 5.0000E+00 5.3369E+00 2.4016E+01

5.0000E+00 6.5000E+00 2.1418E+00 1.2315E+01

6.5000E+00 8.0000E+00 4.2013E-01 3.0460E+00

8.0000E+00 1.0000E+01 8.9200E-02 8.0280E-01

totals 5.5512E+09 2.2615E+09

Fig. 5.55. Shielding analysis for IMEF spare hot cell.

- Facility: IMEF Spare Hot Cell 
- Fuel: PWR 17 x 17, 5 wt%, 50 GWd/tU
- Spent Fuel(HM): 120 kg
- Concrete: Heavy Concrete
- Computer Code: 
   .Spectrum: SCALE4.4 SAS2H 
   .Dose Rate: MCNP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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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핵임계 관점의 안전성 평가

     MCNP 코드를 사용하여 Fig. 5.53에서 제시된 모델에 대한 핵임계 분

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정상상태에서 keff는 0.40 정도로 미임계 한계치에 

비해 매우 낮다. 핫셀내로 침수가 되고, 핫셀이 파괴되어 핵물질이 한 곳에 

모여져서 구형에 가까운 형태를 이룰 경우에만 핵임계상태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의 독립된 가상사고가 일어나도 핵임계에 도달

하지 않는다. 즉, 일어날 가능성 없는 독립된 두가지 가상사고가 동시에 일

어날 경우에만 핵임계상태에 도달할 가능성 있다. 이중우발원리(double     

contingency principle)에 근거해서 단일한 가상사고만을 고려하면 되기 때문

에 가상 사고상태에서도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 IMEF 예비핫셀에 대한 차폐해석 및 핵임계 안전해석의 결언

    PWR 사용후핵연료( 5.0 wt%, 50 GWd/tU, 3 year cooling)의 120 kg

(우라늄 기준)을 IMEF 예비핫셀에서 사용할 때 콘크리트 차폐벽( 도: 

3.4g/cm3)의 두께를 77 cm로 제작하여 설치하면, 방사선 차폐에 문제가 없

고, 핵임계 관점에서도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언

  차세대관리공정과 관련하여 실험장치, 공정장치, Mock-up 및 금속 사용후 

핵연료체 저장에 대한 핵임계 안전해석을 수행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핵

임계 안전성 평가와 핵임계 안전성 보장 조건을 결정하 다. 또한 차세대관

리공정의 실증을 위한 IMEF 예비핫셀에 대한 차폐해석과 핵임계 안전해석

을 동시에 수행하 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1) 차세대관리공정에 관련된 실험장치와 공정장치는 핵임계 안전성이 보장 

된다.

 2) Mock-up시험시설은 금속전환 반응으로 인한 핵물질의 상태 및 양의 변

화에도 불구하고 핵임계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3) 금속저장체의 저장시 캐니스터 벽의 두께가 핵임계 안전성에 크게 향 

을 미치며, 사각 및 육각 캐니스터 형태 모두 캐니스터 벽의 두께를 9 mm 

이상으로 하면 핵임계 안전성이 확보된다. 

 4) IMEF 예비핫셀의 전면 중차폐 콘크리벽( 도:3.4g/cm
3)이 77 cm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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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PWR 사용후핵연료(50GWd/tU) 120 kg미만을 취급하면 방사선 차폐관점

에서 안전기준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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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열 안전해석

1. SF 차세대 저장시스템 열해석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기술의 하나로 가압경수로

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개질함으로써 그 관리부피를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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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론튬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냉각부하를 1/2로 줄일 수 있는 사용후핵연

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부피를 1/4로 줄이면 

저장용량을 4배로 확장할 수 있으나 냉각부하는 약 2배로 커져 내부 핵연료 

및 저장시스템에 대한 열적 건전성 평가가 요구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저장방식에는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습식과 공기 또

는 불활성 기체를 사용하는 건식방식이 있으며, 건식저장에서는 냉각재인 기

체의 낮은 대류열전달 특성 때문에 핵연료봉의 온도가 높게 올라가는 단점

이 있다. 따라서 핵연료에 대한 열 안전성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본 연

구에서는 PWR 핵연료집합체를 금속전환시켜 형성된 금속저장체에 대한 온

도분포를 계산하 다. 또한, 기존의 PWR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및 수송용

기에 금속저장체를 적용할 경우에 대한 열해석을 수행하 다.

 가.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체 열해석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금속전환시켜 형성된 금속저장체에 대한 

온도분포를 COBRA-SFS[59]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해석모델은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4개를 1개의 금속저장체로 전환한 경우이며, 사

각형 및 육각형 캐니스터 저장체에 대한 온도분포를 계산하 다.

    설계기준 핵연료는 연소도 43,000 MWD/MTU, 냉각기간 5년인 PWR 

핵연료집합체를 기준으로 하 다. PWR 핵연료집합체 4개에 상당하는 금속

전환체 관리다발에서의 붕괴열은 PWR 핵연료집합체의 약 2배인 2,268 W로 

고려하 다. 

  (1) 열전달 물성치

      캐니스터 외부 표면에서는 대류 및 복사열전달이 일어나며,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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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정의된다[60].

        q boundary=Hnc(T s-Ta)+ σε(T
4
s-T

4
a)                     (5.7)

여기에서

       Hnc : Natural convection coefficient

       σ: Stefan-Boltzmann constant

       ε: Surface emissivity

       Ts, Ta : Canister surface and ambient temperatures

또한, 대류열전달계수는 아래와 같다.

        Hnc=C 1[C 2 (Ts-Ta)]
C 3                                   (5.8)

여기에서 C1, C2, C3는 상수이며, 자연대류의 평균 열전달계수는 다음과 같이 

Nusselt 수로 표시된다.

        Nu=C(Pr․Gr)n                                          (5.9)

        Gr=
D 3βg

υ 2
ΔT                                          (5.10)

여기에서,

     Nu : Nusselt number

      Pr : Prandtl number

      Gr : Grashof number

      C :  Coefficient dependent on the flow regime 

      n :  Exponent dependent on the flow regime

      D :  Diameter of canister 

     β  :  Coefficient of volumetric expansion  

      g :  Acceleration of gravity 

     ΔT : Temperature difference 

      ν  : Dynamic viscosity 

    식 (5.8)의 자연대류 열전달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 1=
C․k
D

, C 2= Pr
D 3βg

υ 2
, C 3= n                     (5.11)

    위의 식 (5.8)~(5.11)을 통하여 캐니스터 표면에서 다음과 같은 대류열전

달계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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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nc = 5.20 x 10
-6[6.38 x 104(Ts - Ta)]0.25 (W/m2-K)           (5.12)

    캐니스터 표면에서의 복사열전달은 식 (5.7)에서와 같이 방사율에 향

을 받게되며, 캐니스터 재료인 스테인레스강의 방사율은 0.3으로 적용하 다. 

캐니스터 내부에서 핵연료봉과 핵연료봉 그리고 핵연료봉과 캐니스터 벽면 

사이의 복사형태계수는 COBRA-SFS의 보조 프로그램인 RADGEN[61]을 이

용하여 구하 으며, 금속 우라늄의 방사율은 보수적인 값을 택하여 0.25로 

고려하 다[62]. 

    모든 부수로에서 표면 마찰저항에 의한 손실계수는 f = 40/Re 값을 사

용하 고, 삼각형 배열에서 유체에 의한 연료봉과 벽 표면에서의 대류열전달 

계수는 다음 식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63].

         Nu=
Dh
△x
                                              (5.13)

         △x=0.5(p/ cos30)-0.5d                                (5.14)

         Dh=4[0.5p
2 sin60-0.5(πd 2/4)]/0.5πd                    (5.15)

여기에서

     Nu : Nusselt number

     Dh : Hydraulic diameter of the channel

     p : Rod pitch

     d : Rod diameter

    위의 식들을 이용하여 캐니스터 내부 유체를 통한 대류열전달계수 Nu = 

1.8을 얻었다.

  (2) 사각형 캐니스터 저장체 열해석

      사각형 캐니스터는 PWR 핵연료집합체 4개를 금속 연료봉으로 전환한 

저장체로 사각형 배열을 갖는 정사각형 형태의 구조를 가지며, Table 5.31은 

금속저장체에 대한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금속 연료봉은 14 x 14 배열로 구

성되며, 직경 12.567 mm, 피치 17.57 mm 그리고 길이 3,805 mm의 연료봉 

196개로 구성된다. 캐니스터 내부에는 불활성 기체인 헬륨 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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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1. Description of canister for metalized fuel storage of

                 4 PWR spent fuel assemblies

   

Items
Description

Square canister Hexagonal canister

Loading capacity

Rod array

Rod diameter

Rod pitch

Length

Decay heat

Canister

Inside canister

4 PWR ass'y/canister

14 x 14 square array

12.567 mm

17.57 mm

3,805 mm

2,268 W

10 mm(stainless steel)

helium atmosphere

4 PWR ass'y/canister

consolidated 169 rods

13.534 mm

13.53 mm

3,805 mm

2,268 W

10 mm(stainless steel)

helium atmosphere

    열해석 모델은 Fig. 5.56과 같이 196개의 연료봉과 225개의 부수로

(subchannel)로 구성되며, 196개의 연료봉에서 방출되는 총 붕괴열은 2,268 

W로 하 다. 모든 부수로에서 표면 마찰저항에 의한 손실계수는 사각형태의 

배열을 가진 PWR 핵연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f = 100/Re 값을 사용하

다. 유체에 의한 연료봉과 벽표면에서의 대류열전달계수는 원형튜브에서 

일정한 온도와 완전히 발달된 층류유동에서 적용되는 Nu = 3.66 값을 고려

하 다. 

    기존의 볼트 저장방식에 사각형 캐니스터 금속전환체를 적용할 경우 저

장시스템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50 ℃로 가정하 을 때 캐니스터 

최대 표면온도는 105℃로 예측되었다. 이 온도를 경계조건으로 하여 캐니스

터 내부의 온도분포를 계산하 다.

    Fig. 5.57은 사각형 캐니스터 금속저장체에 대한 열해석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본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니스터의 형상이 좌우 대칭구조를 

가지므로 온도분포도 중심부의 연료봉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나타났고 

이때 연료봉의 온도는 최소 113 ℃에서 최대 193 ℃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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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6. Thermal analysis model for square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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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7. Fuel rod temperatures for square canister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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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육각형 캐니스터 저장체 열해석

      육각형 캐니스터는 PWR 핵연료집합체 4개를 금속 연료봉으로 전환한 

저장체로 삼각형 배열을 갖는 연료봉 집화(rod consolidation) 형태의 구조

를 갖는다. Table 5.31과 같이 금속저장체는 직경 13.534 mm, 길이 3,805 

mm의 금속 연료봉 169개로 구성된다. 금속저장체 1다발에서의 붕괴열은 사

각형 캐니스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268 W로 하 다. 

    볼트 저장방식에 육각형 캐니스터를 적용할 경우 캐니스터 표면온도가 

134 ℃로 예측되며, 이 온도를 경계조건으로 하여 캐니스터 내부의 연료봉 

온도분포를 계산하 다. Fig. 5.58은 육각형 캐니스터에 대한 열해석 결과를 

나타내며, 캐니스터의 표면온도 134℃에서 연료봉의 온도는 최저 144℃에서 

최고 183℃의 온도분포를 보이고 있다.

    Table 5.32는 사각형 및 육각형 캐니스터 저장체에 대한 온도를 비교하

여 나타내었다. 두 가지 해석조건에서 열원 및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 조건이 

동일하나 캐니스터의 표면온도는 사각 캐니스터의 경우 105 ℃, 육각 캐니스

터의 경우에는 134 ℃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육각 캐니스터의 경

우 사각 캐니스터보다 캐니스터 표면온도가 약 30 ℃ 정도 높게 나타난 것

은 육각 캐니스터 표면적이 사각 캐니스터보다 훨씬 작아 그만큼 열전달 면

적이 작아서 나타난 결과이다. 캐니스터 표면온도는 육각 캐니스터의 경우에

서 더 높게 나타났지만 연료봉의 최고온도는 오히려 사각 캐니스터의 경우

에서 10 ℃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육각 캐니스터의 경우 연료봉이 

집되어 있어 금속 연료봉간의 공간이 사각 캐니스터보다 훨씬 작음으로써 

열전달이 더 잘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건식저장에서 금속 연료봉의 

온도를 낮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캐니스터 내부공간 체적을 작게 하는 것

이 유리하며, 건식저장 도를 높일 수 있는 연료봉 집화 방식이 열안전성 

측면뿐만 아니라 저장 도를 높임으로써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열해석 결과, 연료봉의 최고온도가 사각형 및 육각형 캐니스터에서 각각 

193, 183 ℃로 예측되어 열안전성 측면에서 볼 때 기존 볼트 저장방식에 4배

의 저장용량을 갖는 금속전환체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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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8. Fuel rod temperatures for hexagonal canister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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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2. Temperature profiles inside canister for metalized fuel 

            storage of 4 PWR spent fuel assemblies

Location
Calculated temperature (℃)

Square canister Hexagonal canister

Canister surface

Minimum fuel rod

Maximum fuel rod

105

113

193

134

144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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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F 저장용기에 대한 금속전환체 적용 평가

    본 연구에서는 범용 열유동해석 프로그램인 Fluent 코드[64]를 이용하여 

PWR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에 금속전환체를 적용할 경우에 대한 열해석을 

수행하 다. 열해석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24개 PWR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에 대한 열해석을 수행하 다. 또한, 이 용

기에 96개의 PWR 핵연료를 금속전환시킨 24개의 금속저장체를 장전할 경우

에 대한 온도분포를 계산하 다.

  (1) Fluent 코드 개요

      Fluent 코드는 미국의 Fluent사에서 개발된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코드로 질량, 운동량, 에너지 그리고 화학종의 보존방정식을 

기반으로 하는 범용 유동해석 코드로서 수치해석 방법은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CFD 코드는 유동 및 열전달, 

물질전달 및 화학반응 문제 등에 대한 해석할 수 있으며, 압축성, 비압축성 

유동해석이 가능하고 자동차 산업, 전자장비 냉각계통, 열교환기 및 furnace 

등의 해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Fluent 코드는 4각형 및 육면체 형태의 정렬격자만 뿐만 아니라 삼각형, 

사면체, 피라미드 및 프리즘 형태의 비정렬격자도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형상

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이 코드에서는 압축성 및 비압축성 유동, 층류 및 

난류유동, conjugate 열전달, inert partial motion, 화학반응 문제에 대한 해

석모델 및 복사열전달,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 해석, 상변화 및 다상유동에 

대한 해석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크게 전처리 프로그램인 gambit과 솔버인 Fluent로 구성되

며, gambit을 통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2차원/3차원 형상을 모델링하

고 격자를 만든다. 전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격자를 솔버인 Fluent로 읽어 들

여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열유동해석을 수행한다. 솔버에서는 추가적인 격

자를 만들 수 있고, 문제의 성격(층류 혹은 난류, 정상 혹은 비정상 상태 등)

을 정의하고, 해석모델을 설정한다. 또한, 계산에 필요한 물성치( 도, 점성계

수, 열전도 등) 및 경계조건(대류, 복사, 온도, 속도 및 압력 등) 등을 지정하

여 해석을 수행하고 해석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후처리 프로그램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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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솔버 자체에 후처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픽 기능을 사용하여 계

산된 유동장 및 온도장 등을 입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 기능

도 포함되어 있다. 

    유동해석에서는 Navier-stokes 방정식을 풀며, 열전달이 없는 층류유동

인 경우에는 질량 및 운동량 보존방정식이 적용된다. 열전달이 있는 유동에

서는 질량 및 운동량방정식 그리고 에너지 보존방정식을 풀게 된다. 또한, 

화학반응이 있는 문제에서는 화학종 보존방정식((conservation equation of 

chemical species)을 풀며, 이들에 대한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질량 보존방정식

    질량 보존방정식은 식 (5.16)과 같이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되며, 비압축성 

유동 및 압축성유동에 적용될 수 있다. 

        ∂ρ
∂t
=
∂
∂x i

ρu i= S m                                      (5.16)

여기서ρ는 도, ui는 i방향의 속도, Sm은 화학반응 등에 의한 소스 항, t는 

시간 그리고 xi는 i방향의 공간좌표계를 나타낸다. 첫째 항은 유체에 유입되

는 질량의 율이고 두 번째 항은 유체로부터 질량의 유출율이다. Sm은 상변

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운동량 보존방정식

    난류유동 또는 열전달이 있는 유동해석에서 적용되는 운동량 보존방정

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
∂t
( ρu i )+

∂
∂x j
( ρu iu j )=-

∂p
∂x i

+
∂τ ij
∂x j

+ ρg i+ F i         (5.17)

여기서 p는 정압, τ ij= μ(
∂u i
∂x j

)+
∂u j
∂x i

)-
2
3
μ
∂u l
∂x l

δ ij  는 stress tensor, 

gi는 i방향의 중력가속도 그리고 Fi는 i방향의 외력을 나타낸다. 좌변의 첫 번

째 항은 운동량이 축적되는 비율이고 두 번째 항은 운동량의 유출율을 나타

낸다. 우변은 유체에 가해지는 외력의 합으로 표현되며, 압력, 점성력, 중력 

및 기타 외력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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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보존방정식

    에너지 보존 방정식은 식 (5.18)에서와 같이 유체에 에너지가 들어와서 

축적되는 비율과 유출되는 율로 표현된다. 

    ∂
∂t
( ρh )+

∂
∂x j
( ρu ih )=

∂
∂x i
(k
∂t
∂x i

)-
∂
∂x i

Σh j'V j'

             +
∂p
∂t
+ u i

∂p
∂x i

+
∂τ ij
∂x j

+ S h                       (5.18)

여기에서 h는 정엔탈피, T는 온도, Vj'는 화학종 j'의 flux, k는 열전도도 그

리고 Sh는 화학반응, 복사 등에 의한 엔탈피 소스 항을 나타낸다. 우변은 에

너지가 들어왔다 빠져나감으로 발생되는 열전도를 통한 온도변화, 엔탈피의 

변화, 압력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 τ i j
∂ x j

항은 유체의 속도가 아주 

커서 마찰로 인한 열발생 효과가 있을 때 적용 될 수 있으며, Sh는 고체에서 

열발생 등으로 인한 에너지의 증가를 나타낸다.

    화학종 보존방정식

    화학반응이 있는 유동해석에 적용되는 화학종의 보존방정식은 대류-확

산 방정식을 풀음으로써 각 화학종의 질량 분율(mass fraction)을 계산할 수 

있으며,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t
( ρY i' )+

∂
∂x j
( ρu iY i' )=

∂
∂x j
( V i', i )+S i'                  (5.19)

여기서 Yi'는 화학종 i'의 질량 분율, V i', i=-ρD i'
∂Y i'
∂x i

는 화학종 i'의 확

산 질량 flux, Si는 화학반응 등에 의한 화학종 i'의 소스 항 그리고 Di'은 화

학종 i'의 확산계수를 나타낸다. 좌변은 mass fraction의 변화율을 나타내며, 

우변은 Ri는 화학반응에 의해 증가 또는 감소되는 질량율을 나타내며, 상변

화 등으로 인한 생성률을 나타낸다.

    열유동 현상을 지배하는 이상의 기본 방정식은 도, 점성계수, 열전도

도, 질량 확산계수(mass diffusion coefficient), 비열 등의 열 물성치를 포함

하고 있다. 온도가 넓은 범위에 걸쳐서 변하고 화학반응이 존재하는 경우 이

러한 열 물성치는 일반적으로 온도 및 화학종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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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콘크리트 저장용기 열해석

      해석모델은 24개의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장전할 수 있는 

HI-STORM 100[65] 콘크리트 저장용기를 적용하 다. 해석조건은 24개의 

PWR 사용후핵연료집합체 및 96개의 PWR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전환 시킨 

24개의 금속전환체를 장전시키는 경우로 하 다. 설계기준 핵연료로는 연소

도 43,000 MWD/MTU, 냉각기간 5년인 PWR 핵연료집합체를 기준으로 하

여 24개의 PWR 핵연료집합체에서의 붕괴열은 28 kW, 24개 금속저장체의 

붕괴열은 PWR 핵연료의 약 2배인 54 kW로 고려하 다. 

    Fig. 5.59는 해석모델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저장용기의 핵연료집합체 

및 핵연료 장전통, 봉 캐니스터, 그리고 콘크리트 오버팩 등을 하나의 해

석모델로 구성하기 위하여 단순화시킨 모델을 사용하 다. 봉 캐니스터 내

부에는 24개의 PWR 핵연료 및 핵연료를 장전하기 위한 장전통이 설치되며, 

해석모델에서는 24개의 핵연료 및 장전통과 동일한 체적을 갖도록 등가반지

름으로 환산하여 핵연료 및 장전통 역을 설정하 다. 24개 각각의 핵연료 

장전통 상하부에는 내부 유체 순환을 통한 자연냉각을 위하여 hole이 있으

며, 해석모델에서도 동일한 면적을 갖도록 hole을 구성하여 상하부가 관통되

도록 하 다. 봉 캐니스터 내부에는 불활성 기체인 헬륨 가스를 고려하

으며, 헬륨 가스가 핵연료 장전통 내부를 순환하여 자연냉각 되도록 하 다. 

봉 캐니스터와 콘크리트 오버팩 사이에도 외부 공기 순환에 의한 자연냉

각이 일어나도록 상하부가 관통되어 있다. 

    Fig. 5.60은 Fluent 해석모델을 나타내며, 하나의 모델로 콘크리트 오버

팩, 캐니스터 및 핵연료 등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3차원 모델로는 한계가 있

어 2차원 축대칭 모델을 사용하 다. 용기 내부 및 외부에서는 대류 및 복사

열전달이 일어나는 것으로 모델링하 다. 

    콘크리트 저장용기의 자연대류에 대한 용기내의 유동이 난류 역으로 

확대되며, 난류모델은 표준 k-ε모델을 사용하 다. 용기 주변의 대기온도는 

상온인 27 ℃로 하 으며,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도 27 ℃로 하 다. 

용기 외부 표면에서 자연대류 열전달 관계식은 저장용기와 같이 가열된 수

직면에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수적인 식을 적용한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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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9. Cross section of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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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0. Fluent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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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류 역 :

          h = 1.3 (△T)1/3 (Gr x Pr) > 109)                        (5.20)

    층류 역 :  

          h = 1.4 (△T/L)1/4 (Gr x Pr) < 109)                      (5.21)

          h = 1.3 (△T/L)1/4 (Gr x Pr) < 2 x 107)                  (5.22)

    위 식에서 △T는 용기 외부 표면과 주변 대기와의 온도차이며, L은 용

기의 길이를 나타낸다. 저장용기 주변은 난류 역이므로 자연대류 열전달은 

식 (5.20)을 사용하 으며, 용기 외부표면에서 대류 및 복사열전달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q = 1.3 (△T)4/3 + σεF (Ts4 - Ta4)                     (5.23)

여기서,

       σ= Stefan-Boltzmann constant (5.669 x 10-8 W/㎡-K4) 

       Ts, Ta = surface and ambient temperatures (K)

       q = surface heat flux (W/㎡)

      ε = surface emissivity

       F = view factor between surface and air

    용기 외부표면은 내방사성 페인트로 도색 처리되어 있으며, 도색된 표면

은 방사율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다. 도색 표면에 대한 방사율은 일반적으로 

0.8~0.98[67] 값을 가지며, 콘크리트 저장용기 표면에서의 방사율은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0.8로 적용하 다. 

    Fig. 5.61은 24개의 PWR 핵연료집합체를 장전할 경우에 대한 온도분포

를 나타내며, 핵연료의 최고온도는 352 ℃로 나타났다. 캐니스터 및 콘크리

트 오버팩 사이의 공기에 의한 자연대류, 그리고 캐니스터 내부의 헬륨 가스

에 의한 자연대류가 일어나지만 길이 방향으로 거의 상하 대칭의 온도분포

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용기 내부에서 자연대류보다는 복사가 열전달에 더 

큰 향을 끼쳐서 나타난 결과이다. 

    Table 5.33에는 열해석 결과와 HI-STORM 100 용기의 안전성분석보고

서에서 제시한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캐니스터 및 용기 본체의 온

도는 5 ℃ 이내의 차이로 두 가지 결과가 서로 잘 일치하 다. 핵연료의 온

도는 계산 결과가 약 19 ℃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복잡한 형상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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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1. Temperature contour for PWR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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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부 핵연료집합체 및 핵연료 장전통 등을 등가반지름으로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차라 판단되며, 전체적으로 오차범위 10% 이내로 만족스

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 적용한 해석모델, 해석방법 

및 절차에 대한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Table 5.34는 콘크리트 저장용기에 24개의 PWR 핵연료 및 금속저장체

를 적용할 경우에 대한 열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4개의 금속저장체를 

적용할 경우 핵연료의 붕괴열이 약 2배로 커져 PWR 핵연료를 적용할 경우 

온도 352 ℃보다 훨씬 높은 617 ℃까지 상승하 다. 따라서 24 PWR 핵연료

를 장전할 수 있는 기존의 콘크리트 저장용기에 4배 저장용량을 갖는 금속

저장체를 적용할 경우 열 안전성 측면에서 볼 때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33. Comparison of temperatures between the calculated result

            and reference value

Location
Maximum temperature (℃)

Calculated value Reference value (SAR)

Spent fuel 352 333

Canister outer shell 227 222

Concrete overpack inside 132 129

Concrete overpack outside 69 63

Table 5.34. Comparison of temperatures between 24 PWR fuels and 

           24 metalized fuels

Location
Maximum temperature (℃)

24 PWR fuels 24 Metalized fuels

Spent fuel 352 617

Canister outer shell 227 415

Concrete overpack inside 132 277

Concrete overpack outside 69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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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SF 수송용기에 대한 금속전환체 적용 평가

    원자로에서 조사된 사용후핵연료는 장기간 강한 방사선과 붕괴열이 방

출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수송용기는 방사

선차폐의 건전성, 격납경계의 유지 및 내부 붕괴열의 적절한 방출 등의 설계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IAEA 규정[68] 및 국내 원자력법

규[69]에서 수송용기는 정상수송조건 및 가상 사고조건에서 열적으로 안전하

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수송용기의 열적인 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상조건에서는 핵연료에서 발생되는 붕괴열을 적절하게 

전달시켜야 하며, 화재사고조건에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열을 적절히 차

단하여 용기 내부의 온도를 가능한 낮게 함으로써 설계압력 유지 및 차폐체

의 건전성을 유지시켜야 하는 양면적인 설계 요구사항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PWR 핵연료집합체를 운반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

료 수송용기에 16개의 PWR 핵연료를 금속전환시킨 4개의 금속저장체를 적

용할 경우에 대한 온도분포를 계산하 다. 

  (1) GA-4 수송용기 개요

      GA-4 수송용기는 PWR 사용후핵연료집합체 4다발을 운반할 수 있는 

용량을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Fig. 5.62는 GA-4 수송용기의 개략도를 나타내

고 있다. 수송용기는 뚜껑을 포함한 용기본체와 충격완충체 및 결속장치 등

으로 구분된다. 수송용기 본체는 핵연료를 담는 4개의 핵연료장전통(fuel 

basket)과 감마선차폐체, 중성자차폐체 및 구조재 그리고 뚜껑(lid) 등으로 구

성된다. 

    Table 5.35는 수송용기의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충격완충체를 포함한 

용기의 총 길이는 약 5.9 m이며, 용기 본체의 길이는 4.8 m, 직경은 약 1.0 

m에 이른다. 용기의 중량은 빈 용기가 약 21.2톤이고 핵연료를 장전할 경우

는 약 23.9톤에 이른다. 또한, 용기를 트레일러에 상차할 경우 수송용기를 포

함한 트레일러, 트랙터의 총 중량이 약 36.3톤으로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제한 중량 40톤 이내를 만족한다.

    수송용기의 구조재로는 스테인리스강, 감마선 차폐체로는 DU(de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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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nium), 그리고 중성자 차폐체로는 1%의 보론이 함유된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충격완충체로는 알루미늄 허니콤을 사용하여 중량을 

최소화하고 완충효과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송용기 내부에는 공기를 채

우는 건식으로 설계되었다. 운반대상 사용후핵연료의 설계기준은 연소도 

18,000~35,000 MWD/MTU, 초기농축도 3.0~4.5 w/o U-235, 냉각기간 10년인 

PWR 핵연료집합체를 기준으로 하여 핵연료집합체 4개에서 발생되는 최대 

붕괴열은 2,208 W 이다. 

Fig. 5.62. Overview of GA-4 shipping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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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35. Description of GA-4 shipping cask

Items Description

Capacity 4 PWR assemblies

Weight

- 21.2 tons (empty)

- 23.9 tons (loaded fuel)

- 36.3 tons (including tractor and trailer)

Dimensions

- Packaging (including impact limiter)

  . O.D. : 2.3 m, Length : 5.9 m

- Cask body

  . O.D. : 1.0 m, Length : 4.8 m

Materials

- Structural mat'l : stainless steel 

- Gamma shield : depleted uranium (64.3 mm)

- Neutron shield : polyethylene-1% boron(RX 201-1)

                  (thickness : 114.3 mm)

- Impact limiter : honeycomb(aluminum)

Cooling type Dry type (air cavity)

Design basis

fuel

- Burn-up : 18,000 MWD/MTU ~ 35,000 MWD/MTU

- Initial enrichment : 3.0 ~ 4.5 % U-235

- Cooling time : 10 years

- Decay heat : 2,208 W/ 4 PWR fuels (552 W / Ass'y)

  (2) 열해석 모델링

     수송용기의 열전달은 용기 내부 cavity의 냉각 유체에 의한 대류 및 복

사열전달, 용기 본체를 통한 열전도, 그리고 용기 외부표면에서의 대류, 복사

열전달 등 3가지 열전달 모드로 구성된다. 

    Table 5.36은 수송용기를 구성하는 주요 재료의 열적 물성치를 나타내고 

있다. 중성자 차폐체인 폴리프로필렌은 열전도율이 1.72 W/m-K로 낮아서 

화재사고시에 외부화염의 고온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GA-4 

수송용기의 열전달해석에서 핵연료집합체는 연료봉과 내부 공간의 열전도, 

대류 및 복사열전달 효과를 등가열전도율로 고려한 균질화 모델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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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Table 5.37은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등가열전도율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5.36. Thermal properties of materials

Materials
Thermal properties

k [W/m-K] ρ[kg/㎥] Cp [J/kg-K]

Uranium oxide (UO2) 3.05 - 272

Zircaloy-4 15.6 - 297

304 stainless steel 17.3 7861 461

XM-19 stainless steel 13.9 7889 461-628

Depleted uranium (DU) 25.5 19293 132

Neutron shielding (RX 201-1) 1.72 930 2345

Boron carbide (B4C) 119.4 2519 1214

Aluminum alloy 5052 138.5 2685 921

Table 5.37.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of spent PWR fuel

Temperature (℃) Effective conductivity (W/m-K)

38 .091

93 .135

149 .193

204 .268

260 .362

316 .477

371 .615

    수송용기 외부표면에서 대기에 의한 자연대류 열전달계수는 실험적으로 

혹은 이미 연구된 결과를 인용하여 얻게 되며, 식 (5.8)~(5.11)의 관계식을 사

용하여 자연대류 열전달계수는 3.6 W/㎡-K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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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열전달은 주로 고온에서 크게 일어나며, 재료의 방사율 (emissivity)

에 향을 받는다. GA-4 수송용기의 외부표면은 스테인리스강으로 구성되

며, 용기 표면을 흰색 페인트로 도색하여 표면 방사율을 높이고 태양열 흡수

율을 낮춤으로써 열전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다. 흰색 표면에 대한 

방사율은 0.9로, 그리고 태양열 흡수율은 0.3으로 적용하 다. 태양복사열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평평면에 대하여 800 W/㎡, 수평하지 않은 평면

에 대하여 200 W/㎡, 그리고 곡면에 대하여 400 W/㎡을 적용하 다. 금속핵

연료의 표면 방사율은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가 없으므로 우라늄의 방사율 

0.5를 고려하 다.

    GA-4 수송용기는 반원형 반사각형의 3차원 구조에 속하나 핵연료 장전

통 이외에는 내부 공간이 없고 용기를 수평상태로 운반하게 되므로 용기 길

이 방향으로의 자연대류는 거의 무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

차원 단면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으며, PWR 핵연료의 active 

length를 기준으로 용기 길이를 가정하여 실제보다 보수적인 해석이 되도록 

하 다. 

    먼저, GA-4 수송용기의 검증해석을 위하여 예비 안전성분석보고서[70]

에 제시된 PWR 핵연료집합체의 균질화 모델에 대한 해석모델을 구성하

다. Fig. 5.63은 PWR 핵연료집합체 해석모델의 단면을 보여주며, 주요 재료 

및 치수 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PWR 핵연료 수송용기에 금속전환체 적

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6개의 PWR 핵연료를 금속전환시킨 4개의 금속전

환체를 적용할 경우에 대한 해석모델을 구성하 다. 금속전환체는 사각형 캐

니스터 및 육각형 캐니스터를 고려하 다. 사각형 캐니스터인 경우는 PWR 

핵연료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여 붕괴열만 2배로 증가시키는 조건으

로 하 다. 육각형 캐니스터의 경우는 용기 본체는 사각형 캐니스터 모델과 

동일하며, Fig. 5.64와 같이 수송용기 내부에 육각형 캐니스터를 고려하 다. 

육각형 캐니스터는 연료봉 집화 형태의 구조이며, Table 5.38과 같이 직경 

13.5 mm, 길이 4 m의 금속 연료봉 169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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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3. Cross section of GA-4 cask(PWR, square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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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4. Cross section of GA-4 cask(hexagonal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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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38. Description of hexagonal canister for metalized fuel

 

Items Description

Loading capacity

Rod array

Rod diameter

Rod pitch

Length

Decay heat

Canister

Inside canister

4 PWR ass'y / canister

consolidated 169 rods

13.5 mm

14.0 mm

4 m

1,104 W / canister

10 mm(stainless steel)

helium or air 

    Fig. 5.65는 PWR 핵연료 및 사각형 금속전환체에 대한 Fluent 해석모델

로서 1/4 단면모델로 구성되며, 핵연료집합체를 균질화시킨 모델을 사용하여 

열전도만을 고려하 다. Fig. 5.66은 육각형 캐니스터에 대한 Fluent 해석모

델을 나타내고 있다. 육각형 캐니스터 모델에서는 캐니스터 내부의 169개의 

연료봉을 모델링 하 으며, 수송용기 내부 cavity에 공기를 채우는 경우와 

불활성 기체인 헬륨을 채우는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 다. 

    열해석을 위한 해석조건으로는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수송조건, 

즉, 핵연료로부터 붕괴열이 최대이고 주변온도가 38℃이고 태양열유속이 최

대인 고온조건을 적용하 다. 핵연료로부터 붕괴열은 연소도 35,000 

MWD/MTU, 냉각기간 10년인 PWR 사용후핵연료를 기준으로 하여 PWR 

핵연료집합체 4개에서의 붕괴열을 2,208 W로 고려하 다. 또한, 4개 금속전

환체의 붕괴열은 PWR 사용후핵연료의 2배인 4,416 W로 고려하 다. 

  (3) 해석결과 및 고찰

      Fluent 코드를 이용한 수송용기 열해석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GA-4 수송용기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해석조건과 동일한 조건

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Fig. 5.65의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

하 으며, Table 5.39에는 열해석 결과와 GA-4 수송용기 보고서에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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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5. Analysis model for square canister.

           

Fig. 5.66. Analysis model for hexagonal canister.



- 412 -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용기 본체 및 핵연료 온도가 5 ℃ 이내로 

서로 잘 일치하 으며, 따라서 해석과정에서 적용된 기본 가정사항, 해석모

델, 해석방법 및 절차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Table 5.39. Comparison of temperatures between the fluent analysis

            and reference value

 Location

Maximum temperature (℃)

Fluent analysis
Reference value

(P-SAR)

 Fuel rod

 Inner cavity

 Fuel separator structure

 Fuel cavity liner

 Depleted uranium

 Steel body

 Neutron shielding

 Cask surface

191

156

144

95

83

77

76

62

186

153

143

93

82

77

75

61

 Ambient 38

    PWR 핵연료집합체 4개의 운반용량을 갖는 GA-4 수송용기에 16개의 

PWR 핵연료를 금속전환시킨 금속저장체를 적용할 경우에 대한 온도분포를 

계산하 다. 해석모델은 수송용기 내부에 사각형 캐니스터 및 육각형 캐니스

터 전환체를 장전하는 두 가지 조건으로 하 으며, 사각형 캐니스터의 경우

는 PWR 핵연료집합체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여 핵연료로부터의 붕괴

열만 2배로 증가시켰다. 

    Table 5.40은 PWR 핵연료집합체 및 사각형 금속전환체를 고려할 경우

의 온도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PWR 핵연료집합체의 active length는 

3.66 m이고 금속전환체의 경우에는 연료길이를 3.66 m와 4.0 m 두 가지 조

건을 고려하 다. 연료봉의 최고온도는 PWR 핵연료집합체의 경우 191 ℃에 

비하여 금속전환체를 적용할 경우에는 붕괴열이 2배로 증가하여 연료봉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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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각각 269 ℃, 283 ℃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4 수송용기의 

핵연료 장전통 길이가 약 4.2 m이므로 금속전환체를 적용할 경우에는 연료 

길이를 4 m까지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GA-4 수송용기

에 사각형 캐니스터를 고려할 경우 연료봉의 최고온도는 약 269 ℃로 예측

되었다. Fig. 5.67은 사각형 금속전환체에 대한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5.40. Cask temperatures for the PWR and metalized fuels

            (square canister)

 

 Location

Maximum temperature (℃)

PWR fuel
Metalized fuel

L* = 3.66 m L* = 4 m

 Fuel rod

 Inner cavity

 Fuel separator structure

 Fuel cavity liner

 Depleted uranium

 Steel body

 Neutron shielding

 Cask surface

191

156

144

95

83

79

77

62

283

244

229

142

120

107

105

78

269

230

214

134

114

102

99

75

 Ambient 38

  * L : Fuel length. 

    수송용기 내부에 육각형 캐니스터 금속전환체를 적용할 경우에 대한 열

해석을 수행하 다. Fig. 5.68은 육각형 캐니스터에 대한 온도분포이며, 핵연

료 온도는 최고 212 ℃로 나타났다. Table 5.41에는 사각형 및 육각형 캐니

스터에 대한 온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한 해석조건에

서 내부 캐니스터를 제외한 열원 및 용기의 재료 및 치수 그리고 외부온도

조건 등이 동일한 조건이므로 용기 본체의 온도는 거의 같게 나타났다. 내부 

cavity에 공기를 채울 경우 연료봉 최고온도는 육각형 캐니스터의 경우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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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7. Contours of temperature for square canister(K).

Fig. 5.68. Contours of temperature for hexagonal canist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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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사각형 캐니스터의 경우에 비하여 50 ℃ 이상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육각 캐니스터의 경우 연료봉이 집되어 있어 열전도가 잘되어 나타난 결

과이다. 따라서 건식 수송 또는 저장시 내부 cavity의 체적을 작게 하는 육

각형 캐니스터 저장방식이 열 안전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육각형 캐니스터 모델에서 용기 내부 cavity에 헬륨 가스를 충전할 경우 

연료봉의 온도는 162 ℃로 공기를 채울 경우의 212 ℃에 비하여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헬륨의 열전도율이 공기에 비하여 약 5배정도 커서 열전달

이 잘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GA-4 수송용기에 PWR 핵연료집합체를 장전할 

경우 연료봉의 온도가 191 ℃인데 비하여 2배의 냉각부하를 갖는 육각형 캐

니스터 금속전환체를 적용할 경우에는 162 ℃로 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PWR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에 금속전환체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41. Cask temperatures of square and hexagonal canisters for

            metalized fuels

 

Location

Maximum temperature (℃)

Square canister Hexagonal canister

Air cavity Air cavity He cavity

 Fuel rod

 Canister 

 Depleted uranium

 Steel body

 Neutron shielding

 Cask surface

269

-

114

102

99

75

212

150

116

103

100

75

162

148

116

103

100

75

 Ambient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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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F 차세대 공정장치 열해석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공정장치에 대한 사전 열해석을 통하여 시험과정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최적 시험조건을 

도출하 다. 

 가. 연속주조장치 열해석

     연속주조공정에서 용탕의 응고 및 유동을 고려한 열전달해석을 수행하

여 용탕의 주입속도 및 주입온도 등이 온도분포 및 응고 양상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또한, 실제 주조시험을 수행하여 해석결과와 비교 평가함

으로써 해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 다.  

  (1) 연속주조장치 개요

      PWR 사용후핵연료를 Li 금속으로 전환시켜 우라늄 금속봉 형태로 주

조하여 캐니스터에 저장할 예정이며, 우라늄 금속 연료봉 주조를 위한 연속

주조장치를 개발하 다. 연속주조장치는 진공 챔버, 고주파 유도 가열장치, 

도가니, 주형, 냉각장치, 온도 제어장치, 이송장치, 절단기, 차폐덕트 등으로 

구성되며, Fig. 5.69는 연속주조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내고 있다. 우라늄 잉곳

을 도가니에 장입하여 용해시킨 후 용탕을 밑으로 흘러 내려 주형 아래 부

위의 냉각대를 통과하면서 응고되어 인출되도록 하 다. 

    냉각대는 수냉 챔버를 사용하여 주형에 부착하 으며, 주형으로부터 인

출된 주조봉은 대기에 노출되어 자연냉각 되도록 하 다. 도가니는 흑연 재

질로 우라늄 20 kg을 용해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며, 도가니 하단부는 주형

과 연결된다. 광고온 온도센서에 의하여 용해조건을 조절하여 연속주조 과정

에서 용탕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 다. 주형은 boron 

nitride를 사용하 으며, 응고계면 관찰을 위해 주형 상부 및 중간부위에 열

전대를 설치하여 연속주조시 인출기와 연계하여 주조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

록 하 다. 

    우라늄은 산화성이 매우 강하여 대기중 용해 주조방식으로는 결함없는 

연료봉 주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용탕중에 존재하는 수소, 산소, 질소 등의 

기체를 제거함으로써 진공 탈가스가 가능한 고주파 진공 유도 용해방법을 



- 417 -

사용하 고, 진공도는 10-3 torr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인출기

는 서보모터, 인출롤, 원격제어반 등으로 구성된다. 인출롤의 구동은 AC 

servo motor 및 감속기를 사용하 고, 인출속도는 최대 20 mm/s까지 가능

하다.

Fig. 5.69. Schematic drawing of continuous cast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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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열해석 모델링

      Fluent 코드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으며, Fluent는 상변화를 갖

는 문제에서 열전달 및 유동해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연속주조 공정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다. 

    연속주조시 우라늄 용탕의 유동은 비압축성의 정상흐름(steady flow)으

로 가정하 으며, 용탕의 주입속도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층류유동(laminar 

flow)으로 해석하 다. 주형 및 빌렛 등 각 해석 역의 열, 유동 및 응고해

석에 사용된 기본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주형 내를 흐르는 용융 금속의 거

동은 일반적인 Navier-Stokes 방정식을 따르며, 층류유동일 경우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
∂t
(ρVi)+V․∇(ρVi)=μ∇

2Vi+S i                      (5.24)

여기에서, ρ와 μ는 각각 용융 금속의 도와 점성계수를 나타내며, 일반적

으로 고상과 액상에서 다른 값을 갖고 온도에 의존하는 값을 갖는다. Si는 

생성항을 나타내며, 하첨자 ref가 기준점을 의미할 때,

        S i=-
∂p
∂x i
+ρg iβ T(T ref-T)                             (5.25)

가 되고, g는 중력가속도, β는 체적팽창계수를 나타내며, 생성항 Si의 첫 번

째 항은 압력구배와 관련된 항이고 두 번째 항은 자연대류에 대한 고려이다. 

용융금속의 열전달 해석에서는 다음의 기본방정식을 따른다.

        ∂
∂t
(ρcT)+V․∇(ρcT)= k∇2T+S                      (5.26)

여기에서, c와 k는 비열과 열전도계수이며, 역시 고상과 액상 그리고 온도에 

의존하는 성질을 갖는다. S는 잠열의 발생에 의한 생성항을 나타낸다.

    수치해석 모델은 주형 내부 우라늄 용탕의 유동을 층류유동으로 가정하

고, 비압축성 유동을 고려하 다. 우라늄 용탕의 응고 거동을 평가하기 위

하여 상변화 모델을 사용하 고 정상상태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 으며, 유동

장 내부에서의 자연대류를 고려하 다.

    연속주조장치에 대한 열해석은 먼저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재현성

이 좋은 copper 주조에 대한 예비 열전달해석을 수행하 으며, 여기에서 얻

어진 자료를 기본으로 우라늄 주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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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모델은 2차원 축대칭 모델을 사용하 고 copper 주조에 대한 해석

모델은 Fig. 5.70과 같이 흑연 도가니 및 흑연 몰드를 사용하 다. 또한, 우

라늄 주조에 대한 해석모델은 Fig. 5.71과 같이 몰드로 B/N sleeve를 사용하

다. 몰드의 총 길이는 180 mm로 하 고 몰드 상부는 단열재인 graphite 

felt로 감싸서 보온이 유지되도록 하 다. 용탕은 몰드 하단부의 수냉챔버를 

통과하면서 응고되며, argon gas를 분사시켜 산화를 방지하고 외부로 인출시

에 주조봉의 온도가 400 ℃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 다. 모델의 외부는 진공 

챔버로 폐되어 있으나 해석모델에서는 진공챔버를 제외하고 진공 챔버 내

부의 온도를 대기온도로 가정하여 대류 및 복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하 다. 

Fig. 5.70. Thermal analysis model for casting of c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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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1. Thermal analysis model for casting of ura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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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42 및 5.43은 온도에 따른 구리 및 우라늄의 열적인 물성치[71, 

72]를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성치가 큰 차이를 보이므

로 온도에 따른 물성치를 고려하 다. 구리의 용융 온도는 1,082 ℃, 잠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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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J/kg, 점성계수는 0.003 kg/m-s를 적용하 다. 또한, 우라늄의 용융 

온도는 1132 ℃, 잠열은 50,000 J/kg, 점성계수는 0.0065 kg/m-s를 적용하

다. 단열재인 graphite felt의 열전도율은 0.5 W/m-K를 고려하 다. 

Table 5.42. Thermal properties of copper

Temperature

(K)

Thermal properties 

Density

(kg/㎥)

Specific heat

(J/kg)

Conductivity

(W/m-K)

273

600

1000

1356

1773

8940

-

-

-

-

383

417

451

502

502

402

379

352

335

335

Table 5.43. Thermal properties of uranium metal

Temperature

(K)

Thermal properties 

Density

(kg/㎥)

Specific heat

(J/kg)

Conductivity

(W/m-K)

300

6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5

19,050

-

-

-

18,130

-

17,910

-

17,250

117

145

172

190

179

160

-

160

-

27.6

31.7

38.1

41.3

43.9

46.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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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수와 접하는 주형 표면에서의 열전달계수는 냉각수를 정지된 유체

로 가정하여 2,000 W/㎡-K로 계산되었다. 또한 공기와 접하면 면에서의 자

연대류 열전달계수는 주조해석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60 W/㎡-K를 적용

하 으며, 용탕과 몰드 사이의 열전달 계수는 1,000 W/㎡-K, 도가니와 몰드 

사이의 열전달계수는 2,000 W/㎡-K를 적용하 다[73]. 복사열전달에 향을 

주는 방사율은 graphite felt는 0.5, 스테인리스강은 0.3으로 고려하 다. 

  (3) 해석결과 및 고찰 

     우라늄 주조에 앞서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라늄과 용융 온도 및 

재료의 물성치가 비슷한 copper 주조에 대한 열해석을 수행하 다. 용탕의 

주입속도 및 온도에 따른 열해석 결과 copper 주조의 경우 용탕의 주입온도 

1,250 ℃, 주입속도 2 mm/s가 최적 조건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조해석에

서 도출된 자료를 기초로 연속주조장치를 제작하여 주조시험을 수행하 다. 

Table 5.44는 열해석과 주조시험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으며, Fig. 

5.72는 온도측정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Copper 주조에 대한 열해석 결과, 주

요 부위의 온도가 시험결과와 서로 잘 일치하 다. 용탕의 주입온도 1,250 

℃ 및 주입속도 2 mm/s에서 기공 등의 결함이 없고 진원도 및 직진도가 좋

은 성공적인 copper 주조봉을 얻을 수 있었다. 

Table 5.44. Comparison of temperatures between the analysis

           and test for casting of copper rod

Location
Temperature (℃)

Analysis Test

Crucible 1,180 1,200

Mold-1 1,069 1,096

Mold-2 760 747

Casting rod 449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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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2. Thermocouple location for temperatur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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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per에 대한 연속주조 해석 및 시험결과를 기본자료로 하여 우라늄 

연속주조공정에 대한 열해석을 수행하 다. 주조해석은 용탕의 주입속도 및 

주입온도가 연속주조공정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여 최적 주조조건을 도출

하 다. 

    주형에서의 평균 열전달율은 주조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게 되며, 주

조속도가 온도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용탕의 주입속도를 

0.5~1.25 mm/s로 변화시켜 가면서 해석을 수행하 다. 이때 용탕 주입온도는 

1400 ℃로 하 다. Fig. 5.73 및 5.74는 용탕의 주입속도에 따른 온도분포 및 

응고계면을 나타낸다. 주입속도가 빠를수록 열전달이 빨리 진행되어 주편 하

단부 온도가 크게 상승하고 응고계면이 하부로 이동됨을 알 수 있다. 

    Table 5.45에는 용탕의 주입속도에 따른 주요 부위의 온도 및 응고계면 

발생 위치를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전체 주형 길이가 180 mm이며, 용탕 주

입속도가 0.5 mm/s의 경우 주형 상부로부터 84mm 지점에 응고계면이 발생

하 고 1.25 mm/s인 경우에는 96 mm 지점에서 응고계면이 나타났다. 또한, 

주조속도가 증가할수록 인출 주조봉의 온도가 크게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속주조공정에 있어 용탕의 주입속도가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

다. 주입속도가 0.75 mm/s 이상에서 인출봉의 온도는 400 ℃ 이상으로 예측

되었으며, 400 ℃ 이상의 고온에서 우라늄은 산화성이 강하여 용탕의 주입속

도 0.75 mm/s 이상은 연속주조조건으로 적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몰

드의 총 길이가 180 mm이며, 용탕의 주입속도 0.75 mm/s에서 몰드의 중간

부위에서 응고계면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용탕의 주입속도

는 0.75 mm/s가 최적조건으로 분석되었다.







- 425 -

Table 5.45. Summary of temperatures for continuous casting  of uranium

           rod as a variation of casting speed

Location 

Calculated temperature (℃)

Casting speed

0.5 mm/s 0.75 mm/s 1.0 mm/s 1.25 mm/s

Crucible 1,286 1,287 1,289 1,291

Mold-1 1,159 1,163 1,169 1,172

Mold-2 809 817 827 836

Uranium rod 324 402 460 507

Solidifying point* 84 mm 87 mm 91mm 96 mm

  

 * Distance from the top of mold to the solidifying point.

    용탕의 주입온도를 1,300 ℃, 1,350℃, 1,400 ℃, 1,450 ℃로 변화시켜 가

면서 해석을 수행하 으며, 이때 주입속도는 0.75 mm/s로 하 다. Table 

5.46에는 주입온도에 따른 주요 부위의 온도 및 응고계면 발생 위치를 나타

내고 있다. 용탕 주입온도가 증가할수록 응고계면이 하부로 이동되고 인출 

주조봉의 온도가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용탕 온도가 1,400 ℃ 이상에서 인출

봉의 온도는 400 ℃ 이상으로 예측되어 연속주조조건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주입온도 1,400 ℃에서 몰드의 중간부위에서 응고계면이 

발생되어 주입온도는 1,400 ℃가 적정온도로 여겨진다. 

    주조해석에서 도출된 자료를 기초로 연속주조장치를 제작하여 주조시험

을 수행하 다. 시험조건은 우라늄 용탕 온도 1,400 ℃, 주입속도 0.75 mm/s, 

외부온도 10 ℃의 조건이며, 이와 같은 조건에 대한 열해석 및 시험결과를 

Table 5.47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연속주조장치 주요 부위에서의 해석 및 

시험결과가 서로 잘 일치하 으며, 용탕의 주입온도 1,400 ℃ 및 주입속도 

0.75 mm/s의 조건이 우라늄 연속주조를 위한 최적조건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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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6. Summary of temperatures for continuous casting of uranium

           rod as a variation of pouring temperature

Location  

Calculated temperature (℃)

Pouring temperature (℃)

1,300 1,350 1,400 1,450

Crucible 1,191 1,239 1,287 1,336

Mold-1 1,076 1,120 1,163 1,206

Mold-2 748 788 817 847

Uranium rod 370 386 402 417

Solidifying point* 64 mm 76 mm 87 mm 96 mm

  

 * Distance from the top of mold to the solidifying point.

Table 5.47. Comparison of temperatures between the analysis

           and test for casting of uranium rod

Location
Temperature (℃)

Analysis Test

Crucible 1,287 1,288

Mold-1 1,163 1,126

Mold-2 817 828

Casting rod 402 450

 나. 공기 산화장치 열해석

    공기 산화장치는 지르칼로이 피복관 내의 UO2 펠릿을 공기 분위기에서 

최대 600 ℃로 가열하여 U3O8 분말로 산화시키고, 산화된 U3O8을 피복관으

로부터 분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 산화장치에서 공기의 

유입량 및 히터의 용량 변화에 따른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여 최적시험을 위

한 기본자료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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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치 개요

     공기 산화장치는 Fig. 5.7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 반응기, 산화에 필요

한 공기 공급계통, U3O8 분말 수집용기 및 피복관 수집계통, 주입되는 공기

에 비말동반되는 미세한 U3O8 분말 회수계통 등으로 구성된다. 반응기 내부

에는 스크류가 설치되고 외부에는 가열로를 설치하 으며, UO2 펠릿의 공급

계통과 분말화된 U3O8 및 hull의 배출계통으로 구성된다.  

    반응기 상단부는 플랜지로 체결되고 하단부는 U3O8 분말 수집용기와 연

결된다. 반응기 온도측정을 위한 열전대를 스크류 하단부와 공기 주입관 사

이의 반응기 측면에 설치하 다. 반응기 내부의 스크류는 직경 4 mm의 구

멍을 피치 6 mm로 타공한 타공판을 사용하 으며, 스크류의 직경은 190 

mm, 피치는 180 mm로 하 다. 스크류의 최 하단부에는 hull의 낙하 방지를 

위해 수직판 및 수평의 타공판을 설치하 다. 스크류 축은 반응기 상단부에

서는 베어링으로 지지하고 하단부에서는 bushing을 사용하여 축의 흔들림을 

방지한다. Bushing은 반응기 원주 방향으로 90°간격으로 4곳에서 1" 파이프

로 고정되며, 4곳 중 하나는 열전대의 설치 방향과 같도록 하 다.

    산화반응에 요구되는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서 bushing을 고정하는 4개

의  파이프를 서로 관통시키고, U3O8 분말에 의해 공기 주입구 노즐의 막힘

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쪽으로 5 mm의 등 간격으로 직경 2 mm의 구멍을 

내었다. 

    가열로는 반응기 내부의 온도를 최대 600℃까지 가열이 가능하고 가열

로 온도는 스크류 축 내부의 열전대에 의해 제어하며, 반응기의 수직 방향에 

대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열전대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 다. 배기 

시스템은 폐 공간 내에 설치되는 팬을 이용하여 반응기 내에서 공기의 흐

름 방향을 일정하게 하고, 주입되는 공기에 의해 비말동반되는 미세한 U3O8 

분말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터를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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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5. Schematic drawing of air oxid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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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열해석 모델링

     공기 산화장치는 수직 원통형의 반응기, 반응기 내부의 복잡한 구조의 

screw, 그리고 반응기 측면에 설치된 공기 공급 및 배기를 위한 파이프 등

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복잡한 형태를 실제와 동일하게 모델링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열해석에서는 2차원 축대칭 구조로 단순화시킨 모델

을 사용하 다. 

    Fig. 5.76은 해석모델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장치는 반응기 하단

부의 측면에 4개의 공기 주입을 위한 파이프가 설치되지만, 해석모델에서는 

반응기 하단 중심에 4개 공기 주입구 면적과 동일한 hole을 고려하 다. 반

응기 상부에도 마찬가지로 배기를 위한 hole을 고려하 다. 스크류에는 직경 

4 mm 구멍의 타공판을 사용하지만 해석모델에서는 반응기의 길이방향으로 

180 mm 간격으로 3개의 ring 형태로 단순화하여 ring 중간에 실제 타공판의 

구멍과 면적이 동일한 hole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반응기 내부의 하단

에는 UO2 펠릿이 있는 것으로 모델링 하 다. 반응기의 외부에는 반응기를 

가열하기 위한 히터를 고려하 으며, 히터 외부는 단열재로 감싸서 보온이 

유지되도록 하 다. 

    반응기 상하부에 설치된 공기의 공급 및 배기 hole을 통하여 반응기 내

부로 공기가 순환되는 대류열전달 및 반응기 내부의 복사열전달을 고려하

다. 장치 주변의 대기온도는 상온인 27 ℃로 하 으며, 반응기 내부로 유입

되는 공기의 온도도 27 ℃로 하 다. 장치 외부 표면에서의 대류 및 복사열

전달은 식 (5.7)~(5.11)과 같이 표현되며, 대류열전달계수는 4 W/㎡-K로 계

산되었고 복사열전달에 향을 주는 방사율은 스테인리스강의 방사율 0.3을 

고려하 다. 

  (3) 해석결과 및 고찰 

      반응기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의 유량 및 반응기를 가열시키는 히터의 

용량 변화에 따른 온도분포를 계산하여 UO2 온도가 450~600 ℃가 되는 시험

조건을 도출하 다. Table 5.48은 히터 용량 900 W에서 유량의 변화에 따른 

주요 부위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반응기로 유입되는 공기 유량을 10~40 

ℓ/min로 변화시켰을 때 반응기 내의 UO2 펠릿 온도는 541~484 ℃로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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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6. Thermal analysis model for air oxid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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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공기 공급량이 증가할수록 대류열전달이 잘되어 

반응기 내부의 UO2 펠릿 온도는 떨어지나 배기구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공기

의 온도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49는 공기 유량 20 ℓ/min에서 히터 용량에 따른 주요 부위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히터 용량을 800~1,100 W로 변화시켰을 때 반응기 

내부의 UO2 온도는 493~576 ℃로 나타났다. 

Table 5.48. Thermal analysis results as a variations of air flow rate

Location

Calculated temperature (℃)

Flow rate

10 ℓ/min 20 ℓ/min 30 ℓ/min 40 ℓ/min

Heater 602 590 578 565

UO2 541 522 505 484

Air outlet 354 367 377 391
  

Table 5.49. Thermal analysis results as a variations of heater capacity

Location

Calculated temperature (℃)

Heater capacity

800 W 900 W 1,000 W 1,100 W

Heater 561 590 616 647

UO2 493 521 547 576

Air outlet 350 367 382 401
  

    Fig. 5.77은 Fluent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된 공기 산화장치의 반응기에 

대한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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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7. Temperature contour for air oxidiz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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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50은 열해석 및 시험결과에서 반응기 내부의 UO2 온도를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해석 및 시험결과가 오차범위 10 % 이내로 일치하여 해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Table 5.50. Comparison of temperatures between the analysis 

           and test results

Test condition
UO2 temperature (℃)

Analysis Test

Heat capacity : 927 W

Flow rate : 20ℓ/min
528 550

Heat capacity : 967 W

Flow rate : 30ℓ/min
532 570

    이상의 결과로부터 반응기내의 UO2 온도는 히터 용량뿐만 아니라 반응

기 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유량에도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석결과

에서 히터 용량 800~1100 W, 반응기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량 10~40 ℓ/min

의 조건에서 반응기 내부의 UO2 온도가 450~600 ℃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결  언

   본 연구에서는 PWR 핵연료를 금속 전환시킨 금속전환체를 기존의 PWR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및 수송용기에 적용할 경우에 대한 온도분포를 계산

하여 열 안전성 측면에서 금속전환체의 적용성 여부를 평가하 다. 또한, 사

용후핵연료 차세대 공정장치에 대한 사전 열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시험과정

을 줄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변수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최적 시

험조건을 도출하 다. 

    먼저 기존 사용후핵연료 저장방식에 금속전환체를 적용할 경우 금속전

환체에 대한 온도분포를 계산하 다. PWR 핵연료집합체 4개를 1개의 금속

전환체로 전환한 경우에 대하여 사각형 및 육각형 금속전환체를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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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저장체를 기존의 볼트 저장방식에 적용할 경우 사각형 캐니스터 금속전

환체의 경우 캐니스터 최대 표면온도는 105 ℃, 육각형 캐니스터의 경우에는 

134 ℃로 예측되었다. 이들 온도를 기준으로 캐니스터 내부의 핵연료봉 온도

분포를 계산한 결과, 금속 연료봉의 최고온도는 사각형 저장체인 경우 193 

℃, 육각형 저장체인 경우는 183 ℃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식 저장에서 연료

봉 집화 방식이 열안전성 측면뿐만 아니라 저장 도를 높임으로써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볼트 방식을 적용할 경우 환기

를 위한 굴뚝 높이 및 캐니스터 배열을 적절히 조절하면 금속전환체의 적용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콘크리트 저장용기에 금속전환체를 적용할 경우에 대한 열해석

을 수행하 으며, 해석모델은 24개의 PWR 사용후핵연료집합체 저장용량을 

갖는 콘크리트 저장용기를 적용하 다. 기존의 저장용기는 최대 핵연료봉 온

도가 333 ℃로 설계되었으며, 24개의 PWR 핵연료집합체 대신에 약 2배의 

냉각부하를 갖는 24개의 금속저장체를 장전할 경우 연료봉의 최대온도는 

617 ℃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콘크리트 저장용기에 24 PWR 핵연료

집합체의 4배 저장용량을 갖는 금속저장체를 적용하는 것은 열 안전성 측면

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개의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운반할 수 있는 GA-4 수송용기에 

4배의 운반용량 즉, 2배의 냉각부하를 갖는 금속전환체를 적용할 경우에 대

한 열해석을 수행하 다. 수송용기 내부 cavity에 공기를 채울 경우 연료봉 

온도는 사각형 및 육각형 캐니스터 금속전환체를 적용할 경우 각각 269 ℃, 

212 ℃로 나타났다. 따라서 육각형 캐니스터 전환체가 열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각형 캐니스터 금속전환체를 적용할 경우 수송용

기 내부 cavity에 헬륨 가스를 충전하면 연료봉 온도가 기존의 PWR 핵연료 

집합체를 고려할 경우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GA-4 수송용기에 

2배의 냉각부하를 갖는 육각형 캐니스터 금속전환체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

로 분석되었다. 

    연속주조공정에 대한 열해석을 수행하 으며, copper 주조에 해석 결과 

최적 주조조건은 용탕의 주입온도 1,250 ℃, 주입속도 2 mm/s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결함 없고 진원도 및 직진도가 좋은 성공적인 c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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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봉을 얻을 수 있었다. 우라늄 주조시 용탕의 주입속도 및 주입온도가 연

속주조 공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고, 용탕의 온도 1,400 ℃, 

주입속도 0.75 mm/s의 조건이 우라늄 연속주조를 위한 최적조건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이와 같은 조건에 대한 주조시험 결과, 장치의 주요 부위의 온도

가 열해석 결과와 잘 일치하 다.  

    공기 산화장치의 반응기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의 유량 및 히터의 용량 

변화에 따른 열전달해석을 수행하여 반응기 내부의 UO2 온도가 450~600 ℃

가 되는 최적 시험조건을 도출하 다. 반응기내의 UO2 온도는 히터 용량뿐

만 아니라 반응기 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유량에도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히터 용량 800~1,100 W, 반응기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량 10~40 ℓ/min

의 조건에서 반응기 내의 UO2 온도는 450~600 ℃로 예측되어 이들 조건이 

산화장치 운전을 위한 최적조건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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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라늄 잉고트와 합금의 산화속도

1. 개 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개발[74]을 통해 생산된 금속 전환체의 열

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산화속도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 우라늄과 금속 

우라늄에 핵분열생성물 원소를 첨가한 합금을 제조하여 산화거동 시험을 수

행하 다.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전환된 금속 전환체는 금속 핵물질 및 잔존 

금속전환 핵분열생성물과의 혼합체이다. 이러한 금속 전환체는 그 구성 성분

의 거의 대부분이 금속 우라늄인 관계로 관리 안전성을 위한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열적 산화 안정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차세대관리 공정개발의 한 세부 연구분야로 추진된 금속 잉고트 및 합

금의 산화속도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된 금속 전환체에 대한 저장 시, 산화 

안정성을 확보키 위한 전 단계로 금속 우라늄 및 우라늄을 모체로 한 여러

가지 모의 금속전환체를 제작하여 산화분위기에서 산화속도를 구하 다. 순

수 우라늄 금속을 사용한 분위기 및 온도변수에 대한 산화속도 연구[75∼83]

에 이어, 순수 금속 우라늄에 사용후핵연료 핵분열생성물로 존재하는 란타나

이드 계열원소의 대표원소인 니오디뮴을 넣은 2상 합금의 산화속도, 또한 니

오디뮴 및 팔라듐을 넣은 3상 합금의 산화속도도 측정하 다. 산화거동의 메

카니즘 분석을 위해 이러한 산화속도 측정 외에도 각 모의 금속 전환체에 

대한 합금원소들의 금속학적 특성도 조사하 다[84∼88]. 중요 핵분열생성물

의 하나인 지르코늄에 대한 금속학적 친화도 및 산화거동을 알아보기 위해 

우라늄-지르코늄 합금을 제조하여 이에 대한 금속조직 및 산화거동 시험을 

수행하 으며[89∼90], 또한 금속 우라늄에 9종의 주요 핵분열생성물을 첨가

한 다성분계 모의 금속 전환체를 제작하여 역시 산화속도를 측정하 다.

2. 시편의 제작 및 시험방법

 가. 금속 우라늄

  (1) 시편 준비

     순수 금속 우라늄 잉곳으로부터 취출된 작은 모 시편들로부터 다시 약 

45 mg 무게 전후의 작은 시편으로 절단한 후 아세톤에 4분 가량 넣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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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에서 건조시켰다. 일반 타 금속의 산화실험과는 달리 금속 우라늄의 

산화과정에서는 분말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산화율을 측정할 때 반응면

적에 대한 산화율의 측정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시편의 크기가 작

기 때문에 각 시편에 대한 크기와 반응면적의 차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시험 장치

      99.999 % O2 분위기 하에서 산화시험을 수행하 으며 정 한 기체 유

량계를 사용하여 100 ml/min의 유량으로 기체를 공급하 다. 산화시험은 

TA instruments사가 제작한 Thermo Gravimetric Analyzer 2050을 사용하

는데, 시험장치 구성의 개략도를 Fig. 5.78에 나타내었고 실제 장치에 대한 

사진을 Fig. 5.79와 5.80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TA 2050 TGA는 소프트웨어

적으로 모든 장치의 제어가 가능하다. 시험은 순서적인 프로그램에 의하여 

수행하 다.

  (3) 시험 방법

     시험에 사용한 시편들은 제작시 한 batch에서 나온 것이므로 미세조직

이라든가 기타 다른 물성들은 같은 것으로 가정하 다. 시편의 제작은 가능

한 한 크기가 비슷하도록 하 다. 금속 우라늄 산화에서는 다른 금속의 산화

거동 연구에서 흔히 쓰는 반응단위인 면적당 산화량(mg/dm2)의 무게이득 단

위를 쓰기가 어렵다. 산화과정에서 부피팽창과 분말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 시편 초기의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반응이 끝날 단계에서는 완전

한 분말에 가까워져서 반응면적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응면

적 단위를 쓰지 않고 시편의 초기무게에 대한 상대적 무게증가 단위(weight 

percent, wt%)를 택하 다. 기존의 문헌들에는 거의 모두 단위 면적당의 산

화속도 단위를 채용하 는데, 이는 이들 연구가 비교적 저 산화율의 초기산

화 현상 연구인 것에 기인한다. 

 나. 우라늄-니오디뮴 합금

  (1) 합금 원소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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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78. Schematic diagram of oxidation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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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79. Photograph of oxidation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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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80. Photograph of gas feeding system.

    모의 금속 전환체인 2상 합금을 제조하기 위하여 금속 우라늄에 어떤  

원소를 섞어 합금체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 다. 사용후핵연료

로부터 전환된 금속 전환체는 핵물질인 금속 우라늄 외에도 핵분열생성물로

부터 금속 전환된 타 금속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금속들 중에서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란타나이드 계열 원소들 중에서 그 대표원소로 니오디뮴을 

선정하 다. 우라늄에 첨가할 니오디뮴의 양은 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란타나이드 계열 윈소들이 모두 금속 전환된 것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하 으

며, 또한 이 니오디뮴이 핵분열생성물로부터 금속 전환된 란타나이드 원소들

의 총량을 대표하는 것으로 역시 가정하 다. 

    란타나이드 계열 원소들의 전체량을 알기 위하여 ORIGEN-II 코드를 사

용하 으며, 계산을 위해 금속 전환 전의 사용후핵연료의 초기농축도는 4.5 

%, 연소도는 66 GWd/tU, 냉각시간은 5년으로 하 다. 이러한 초기농축도 

및 연소도는 현재 국내에서 제작 중인 국산 핵연료에 인허가된 최대치이며, 

가장 보수적인 시료제작을 위해 최대 농축도 및 연소도를 선정하 다. 입력

자료, 계산결과 및 2상 합금 제작 시 니오디뮴의 총량은 다음 Table 5.51에 

표시하 다. 표에서 보듯이 란타나이드 계열 원소의 전체량은 우라늄의 약 

1.7 %이며, 이 양이 2상 합금의 니오디뮴 첨가량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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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51. Quantities of fission product 
                 elements in lanthanide series
          
                                  (grams/100g of U)

              Spent fuel

 Element

 Burnup : 66 GWD/MTU,

 Initial con. : 4.5 wt%,

 Cooling Time : 5 yr 

Ce 0.466

Pr 0.214

Nd 0.793

Pm 0.004

Sm 0.154

Eu 0.032

Gd 0.046

Total 1.709

  

  (2) 합금의 제조

   (가) 로냉각 잉곳 제조

       합금을 제조하기 위하여 Fig. 5.81과 같은 진공유도 가열로를 사용하

다. 이 가열로는 수직형으로 유도가열코일이 장치의 아랫부분에 위치하며, 

진공시스템은 로의 윗 부분에 위치한다. 코일의 중심에 Fig. 5.82와 같이 설

계된 흑연용기에 MgO 도가니를 사용하 으며, 도가니의 내벽은      

ZrO2-SiO2를 코팅하여 사용하 다. 용탕은 내부직경이 35 mm인 두 개의 실  

린더 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이 용탕 중 한개에는 금속 우라늄만 넣고 또 한  

개에는 금속 우라늄과 금속 니오디뮴을 100 : 1.7의 무게비율로 넣었다. 용융 

작업시 로 내부의 진공도는 10
-3 ∼ 10-4 torr를 계속 유지시켰다. 온도가 상 

승하는 동안 계속적인 관찰을 통해 용탕 내의 금속이 약 1,100 oC에서 모두 

녹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감손 우라늄만 넣은 용탕은 별다른 불안정한 

현상없이 안정되었으나, 니오디뮴을 넣은 용탕의 경우 1,230∼1,250 oC에서 

약하게 끊는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없어졌으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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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금속이 녹고 안정화된 것을 관찰한 후 1,287 oC에서 10분간 이 상태를 유

지하 다. 이 후 로의 출력을 내려 로 냉각 방식으로 용탕을 냉각시켰다.

                 

 Fig. 5.81. Vacuum induction furnace.

  

   

              Fig. 5.82. Melting pot for U and U-Nd
                       ingot fabrication.

Z rO 2-S iO 2 C oa ting

35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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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냉각 순수 감손 우라늄의 잉곳 모양은 다음 Fig. 5.8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잉곳의 외부 모양은 대기 중 산화에 의한 산화막으로 검게 나타났다. 

Fig. 5.84는 로 냉각 우라늄-니오디뮴 합금의 잉곳모습으로 잉곳의 제조직후

에는 순수 우라늄의 잉곳과 외양이 비슷하게 보 으나, 2∼3일 대기상태에서 

보관된 후부터 잉곳의 외부에 회색의 분말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약 90일 정

도의 공기 중 방치 시 잉곳의 외부가 상당부분 분말화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Fig. 5.83. A view of furnace
             cooling U ingot.

 
  Fig. 5.84. Powdering of furnace
           cooling U-Nd ingot.

   (나) 급냉 잉곳 제조

       앞서 로 냉각 방식으로 제작된 잉곳의 분말화 현상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같은 성분의 2상 합금을 재 제조하 다. 제조 시 사용한 진공유도가

열로는 전번과 같은 것을 사용하 으며, 급냉 잉곳의 제작을 위해 용탕의 아

래에 구리로 만든 모울드를 위치시켰다. 모울드의 중간 구멍의 크기는 직경 

20 mm, 높이 300 mm로 하 으며, 용탕의 내부는 고온 우라늄과의 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트리아 코팅을 하 다. 온도를 서서히 증가시켜 약 1,140 

oC 에서 우라늄이 용융되기 시작하 고, 1,600 oC에서 10분간 유지한 후 출

탕하 다. 온도 상승 시 특별한 용탕의 불안정 상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출

탕 후 모울더의 온도는 279 oC로 상승하 다. 완전히 냉각된 잉곳의 모양은 

Fig. 5.8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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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85. Fast cooling ingot before aging in air.         

    잉곳의 외부 모양은 로 냉각 방식의 잉곳과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상당기간의 공기 중 실온 방치 후에도 표면의 분말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용탕 위에 형성된 산화막의 경우 막의 중간부위의 

얇은 곳에서 분말화 현상이 일어났다. 약 90일 정도 공기 중 실온 방치 후 

잉곳과 용탕 산화막의 모양이 Fig. 5.86에서 보여진다. 

    
      Fig. 5.86. Fast cooling U-Nd ingot after aging in air.

용탕 위에 형성된 막의 모습 잉곳 모습

Nd에 의한 분말화 위치

    

    제작된 잉곳의 중간을 약 5 mm 두께의 디스크 형태로 절단한 후 이 절

단부위의 중심을 다시 정  절단하여 화학분석을 의뢰하 다. 로 냉각 방식

의 잉곳과 달리 표면에서의 분말화가 일어나지 않은 급냉 잉곳의 경우 용탕

에서 우라늄과 니오디뮴의 도차이에 의해 가벼운 니오디뮴이 모두 용탕의 

윗 부분에 떠올라 출탕 시 일부의 니오디뮴 만이 잉곳에 남고 대부분의 니

오디뮴은 용탕의 윗 부분 산화막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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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화시험

     산화시험은 로 냉각 및 급냉 두 종류의 2상 합금(우라늄-니오디뮴)에 

대해서 수행하 으며, 산화 및 산화 시 무게이득에 대한 특성 시험은 TA 

Instrument사의 TA-2050 TGA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TGA에 공급한 기

체는 정  기체 유량계들로 구성된 기체 유량장치를 사용하 으며, 사용한 

기체는 순도 99.999 %인 순수 산소기체를 사용하여 다른 분순물에 의한 실

험 변수를 줄 다. 산화시편은 앞서 제작된 두 종류의 잉곳 중간 부위를 원

형 디스크 형태로 절단한 뒤, 이 디스크의 중간 부위를 다시 다이아몬드 정

 절단기로 절단하여, 약 150 mg 무게의 시편으로 제작하 다. 가능한 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모양의 시편과 같은 

무게의 시편을 제작하도록 노력하 다.

    TGA를 이용한 산화이득 무게측정에 의한 산화율 및 활성화에너지 결정 

시험과는 별도로 2상 합금에 대한 단계별 산화기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앞에

서 사용한 것과 같은 시편을 사용하여 박스형 전기로에서 일정 시간간격으

로 산화시험을 수행한 뒤 각 시편을 분말화하여 XRD 시험을 수행하 다. 

또한 비교적 큰 시료를 사용하여 단계별 산화 시 산화에 의한 분말화 과정

을 관찰 및 촬 하 다.

 다. 우라늄-니오디뮴-팔라듐 3상 합금

     2상 합금 제조 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 및 추가 핵분열 원소의 금

속학적 고용 및 균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3상 합금을 제조하 다. 합금제조

를 위해 우라늄 금속에 니오디뮴과 팔라듐을 사용하 으며, 앞서 2상 합금 

시와는 달리 초기 용탕내 투입량을 이번에는 실제 금속 전환율을 고려하여 

장입하 다. 즉 니오디뮴은 0.2 wt%, 팔라듐은 0.35 wt%로 하고 나머지는 

금속 우라늄으로 하 다. 제조 시 사용된 진공유도가열로는 전번 2상 합금 

제조 시와 같은 것을 사용하 으며, 냉각 방식은 급냉 방식을 선택하 다. 

출탕을 위해서 용탕의 아래에 구리로 만든 모울더는 지난번 2상 합금 제조

시 사용하 던 것과 같은 모울더를 사용하 으며, 용탕 도가니의 내부는 고

온 우라늄과의 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트리아 코팅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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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탕의 용융은 온도 약 1,150 oC에서 용해되기 시작하여 약 1,175 oC에

서 약간 끊는 현상을 관찰하 으며, 1,650 oC에서 10분 정도 유지한 후 출탕

하 다. 출탕의 직후 모울더의 온도는 80 oC 으나, 20분 후 약 120 oC로 상

승하 다. 잉곳 제조 후 용탕과 잉곳의 외부는 밝은 은색을 띄었으며, 약 30

일의 공기 중 실온 방치 후에도 표면의 변색 또는 분말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Fig. 5.87은 공기 중 방치 전후의 잉곳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Fig. 5.87. U-Nd-Pd ingot before and after aging in air.

공기중방치전 공기중방치후

 라. 우라늄-지르코늄 합금

    금속 전환체에 대한 산화 안정성 및 혼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라늄

에 핵분열생성물의 하나인 지르코늄을 일정비율로 섞어 2상 합금들을 제조

하 다. 각 시편의 합금비는 우라늄에 대해 지르코늄을 무게비 0, 5, 10, 15 

%로 하 다. 시편의 제작은 지르코늄의 높은 용융점(1,852 oC)으로 인해 인

덕션 전기로 대신 아크 용융로를 사용하 으며, 장치의 전체적인 모습이 

Fig. 5.88에 나타나 있다. 잉곳 제작 시 잉곳의 균일한 용융을 위해 hearth에 

놓인 잉곳을 아래, 윗 부분을 뒤집은 상태에서 세번 용융을 반복하 으며, 

용융 시 분위기에 의한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 순도의 아르곤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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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88. A view of arc melting furnace.

               

 마. 다성분계 모의 금속 전환체

    모의 금속 전환체에 대한 시편제작을 위하여 ORIGEN-2.1 code를 사용

하여 우라늄에 첨가할 핵분열생성물들의 함량비율을 도출하 고 시편 제작 

시 투입량 및 실제 시편의 EPMA분석을 통한 측정량을 Table 5.52에 나타내

었다.

       

       Table 5.52. Quantities of fission product elements
                  in spent fuel having several burnups
                                                   (단위 : wt%)

핵종
U15GWd/tU U33GWd/tU U50GWd/tU

투입량 고용비 투입량 고용비 투입량 고용비

Ce 0.3603 0.136 0.7928 0.609 1.2011 1.125

Nd 0.2478 0.096 0.5450 0.326 0.8258 0.646

Zr 0.1609 0.171 0.3540 0.669 0.5363 0.818

Mo 0.1464 0.154 0.3221 0.363 0.4879 0.483

Ru 0.1436 0.200 0.3160 0.403 0.4787 0.572

Pd 0.0622 0.000 0.1368 0.065 0.2073 0.131

Ba 0.0632 0.011 0.1390 0.018 0.2106 0.022

Sr 0.0477 0.002 0.1050 0.005 0.1591 0.008

La 0.0483 0.037 0.1063 0.061 0.1611 0.101

  



- 447 -

    시편의 제작을 위한 시료의 준비작업은 로브박스 내에서 충분한 진공

을 유지한 상태로 수행하 고 작업 중 시료의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르곤 기

체 분위기에서 작업을 수행하 다. 잉곳의 제작은 높은 용융점을 가진 원소

들 때문에 고온 아크 용융로를 사용하 다. 잉곳 제작 시 잉곳의 균일한 용

융을 위해 구리 hearth에 놓인 잉곳을 아래, 윗 부분을 뒤집은 상태에서 네 

번 용융을 반복하 다.

    제작된 잉곳은 납작한 원형으로 다이아몬드 절단기를 이용하여 모서리 

부분을 절단해 낸 뒤 중간 부위를 직사각형 형태로 절단하 고, 다시 다이아

몬드 정  절단기로 약 800∼1,200 mg 정도의 크기로 절단하여 세척 후 건

조하여 시편으로 제작하 다. 모의 금속 전환체에 대한 산화시험은 박스형 

전기로에서 일정 시간간격으로 산화시험을 수행한 뒤 각 시편의 무게이득을 

측정하는 간헐적 무게측정 방법을 사용하 다. 

    가능한 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모양

과 무게를 가진 시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 다. 시험조건은 183, 193, 210, 

230 및 250 oC의 다섯 가지 온도조건에서 수행하 다. 

3. 시편의 미세구조, 성분 및 산화속도

 가. 금속 우라늄

  (1) 금속 우라늄의 산화속도

     금속우라늄에 대한 산화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산소분위기에서 150, 

193, 203, 250, 260, 270, 280, 300, 310 그리고 340 ℃의 온도조건에서 산화시

험을 수행하 다. 시험 결과는 Fig. 5.89에 나타내었고, 또한 실험에 대한 조

건들은 Table 5.53에 나타내었다.

    건조 공기분위기 혹은 산소분위기에서 순수 금속 우라늄이 산화되면 

FCC fluorite 형태의 UO2가 되었다가 U3O7 이나 U4O9과 같은 중간 단계의 

산화물을 거친 후 최종 단계인 U3O8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론

적으로 무게증가가 일어나는 역은 U가 UO2가 되어 가는 구간이고 13.44 

%부터 17.93 %까지는 UO2가 U3O8이 되어 가는 구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각 기체에 대한 산화증가 곡선을 보면 약 17.93 % 무게증가에서 산화가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이론적인 값에 일치하는 시험결과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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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89. Oxidation curve of U in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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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3. Oxidation condition at O2 environments

기체 온도(℃)
초기무게

(mg)

실험시간

(분)
실험장치 Pan

O2 150 39.429 4000 TGA 2050 Al

193 33.423 9600 TGA 2050 Al

203 44.489 5040 TGA 2050 Al

250 55.194 5040 TGA 2050 Pt

260 32.740 5040 TGA 2050 Al

270 56.773 4300 TGA 2050 Pt

280 27.948 2400 TGA 2050 Al

300 39.934 1200 TGA 2050 Al

310 49.031 1440 TGA 2050 Al

340 46.045 600 TGA 2050 Al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UO2가 형성되어질 것으로 보이는 13.44 % 근방

에서 산화경향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 단계에서 산화기구

의 변화가 없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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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UO2가 형성된 이후 U3O7 까지의 산화반응에서는 UO2의 격

자결정구조에 약간의 수축과 내부응력이 나타나며, 아울러 U3O7 생성반응은 

내부균열과 입계를 가로지르는 미세균열 등의 구조적인 변화를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다. 마지막 단계인 U3O8 생성반응에서는 UO2에 비하여 부피가 30 

% 정도 증가하여 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부피팽창은 UO2 구조의 분말

화를 유발시킨다. 본 시험에서도 시험이 끝난 후 14 % 이상 산화된 시편을  

관찰해 본 결과 상당한 분말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금속 우라늄 산화의 최종 생성물을 제어하는 것이 금속 우라늄 

전환체의 저장 및 취급 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김건식 등[91]에 의하면 UO2

가 U3O7으로 산화되는 과정은 주로 산소의 확산과정에 지배를 받으며, 이는 

시간에 따른 무게증가 곡선이 포물선 형태로 나타나고, U3O7 상은 UO2 입방

체 구조와 격자변수 차이가 적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입방체상과 착된 상

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 다.

  (2) 금속 우라늄의 미세조직 및 성분 분석

      Fig. 5.90에 산화되지 않은 금속우라늄의 광학현미경을 사용한 조직사

진을 보 다. 미세조직을 나타내기 위해서 H2SO4 : H2O2 = 1 : 9 의 비율로 

섞은 에칭용액에서 부식 처리하여 이것을 광학현미경 하에서 50배로 사진 

촬 하 다. 

          

    Fig. 5.90. Optical microscopic photograph of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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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계가 다른 금속에 비해 매우 복잡하게 나타

났다. 성분분석을 위해 XPS 분석을 수행하여 시험에 사용한 우라늄을 확인

하 다. Fig. 5.91에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왼쪽의 피크는 산소의 결합에

너지를 나타내며, 오른쪽의 두 피크는 금속 우라늄의 결합에너지를 나타낸

다. 금속 우라늄은 공기 중에서 산화가 매우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시편의 

표면을 고운 사포에 문질러서 바로 실험에 들어갔으나, 그 짧은 시간에도 약

간의 산화가 일어나서 377 eV의 금속우라늄 결합에너지 위치에서 약간 더 

큰 에너지 위치로의 broadening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주 피크가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은 전자의 spin multiplicity 때문이다.

       

                Fig. 5.91. XPS result of U.

  (3) 금속 우라늄의 EPMA 분석

      EPMA(Electron Probe Micro-analysis) 분석을 320 ℃ 온도 분위기에

서 끝까지 산화를 시킨 시편에 대하여 수행하 다. 산화가 끝까지 일어난 부

분과 산화가 덜 일어난 부분에 대하여 먼저 SEM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Fig. 5.92와 5.9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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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92. A SEM photo of U
              after oxidation.

   Fig. 5.93. A SEM photo of U
             during oxidation.

    Fig. 5.92는 전형적인 U3O8 형태를 나타내고 금속의 모양을 완전히 상실

한 상태인 것으로 봐서 산화가 끝까지 진행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Fig. 

5.93은 이와 반대로 금속 모양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산화 

단계가 마지막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Fig. 5.93에서 대부

분의 역이 균열을 수반하고 있고, 일부 분말화가 일어난 것도 볼 수 있어

서, 마지막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산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O/U ratio를 분석한 결과 Fig. 5.92에서 보듯이 산소 대 우라늄의 비율

이 2 나 3을 훨씬 넘는 값이 부분적으로 검출되었는데, 이것은 기공에 의한 

향으로 볼 수 있고, Fig. 5.93에서 평균 O/U ratio를 구한 결과 O:U=7:3 정

도의 값을 얻었다. U3O7의 형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4) 금속 우라늄의 XRD 분석

     보다 구체적인 결론을 위해서 XRD 시험을 수행하 다. 280 ℃ 온도에

서 각각 2, 4, 6, 8, 12, 16 wt% 까지 산화시킨 시편들에 대해 XRD 분석을 

시도하 으나, 최종 생성물의 양이 부족하여 분석에 성공하지 못하 고, 따

라서 완전히 산화가 끝난 상태의 시편만을 분석하 다. 산화가 완전히 끝난 

상태는 금속 우라늄의 분말화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며, 이때 분말

의 모습을 살펴보면 직경 1 mm 이하의 약간 거친 분말형태를 보인다. XRD 

시험에 쓰이는 시편은 몰타르에 갈아서 분석하 다.

    Fig. 5.94에 공기중 340 ℃ 분위기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산화시킨 시편

의 XRD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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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94. XRD result of oxidized U.

    피크를 분석한 결과 UO3, UO2.9, U3O8 세 가지가 일치되었는데 결론적으

로 말하자면 UO3와 UO2.9 피크는 소프트웨어적인 오차로 볼 수 있다. 일반적

으로 XRD 분석을 할 때 피크가 예리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분석장치에 내

장되어 있는 여러 표준피크들이 함께 나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라늄은 예

리한 피크가 잘 나오지 않고 XRD 분석 결과 이와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2-theta 값의 0.2∼0.4 정도는 오류 값으로 생

각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UO3 와 UO2.9 피크는 이와 같은 오

류 범위 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의미 있는 피크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금속 우라늄 산화의 최종 생성물은 U3O8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의 두 가지 근거에 의하여 보충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금속 우라늄의 산화가 끝까지 일어나면 거의 대부분 U3O8 형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금속 우라늄 산화와 UO2의 산화 자료를 통

해서 알 수 있다.

    둘째, 금속 우라늄의 산화가 끝까지 일어나면 약 18 wt% 정도에서 포화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금속 우라늄 산화의 이론적 무게증가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만일 초기 금속우라늄에서 마지막 UO3까지 산화가 일어나서 

UO3 나 UO2.9가 형성되었다면 이론적으로 약 20 wt% 이상의 무게증가가 일

어나야 하는데 현 연구에서 수행한 여러 번의 실험결과 18 wt%를 초과하는 



- 453 -

경우는 없었다. 물론 현 연구에서 온도범위가 340 ℃라는 점과 산화가 포화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지만 Fig. 5.89는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5) 금속 우라늄 산화거동

     150∼340 ℃ 산소분위기에서 금속 우라늄의 산화거동을 설명하기 위하

여 기존의 산화거동 형식을 이용하 다.

                    wn = k t                                    (5.27)

    여기서 

                    k = k 0 e
(- Q

RT )                              (5.28)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W = 
1
n
lnk 0t - 

Q
nR

1
T
                (5.29)

    여기서 W는 단위 시간 당 원래 부피에 대한 무게이득(%)을 사용하 으

며, T는 절대온도 값을 사용하 다. 여러 번의 fitting을 통해서 7 wt% 이하

에서 n 값은 거의 1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이 구간에서는 선형적인 

반응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lnW와 1/T의 그래프를 통하여 7 

wt% 이하에서 다음의 산화식을 얻었다.

               k = 2.16×105 e (-
14200
RT )  [wt %/h]               (5.30)

    여기서 R 값은 칼로리 단위로 사용하 다. 현 연구에서 구한 값을 각 

연구자들의 결과와 함께 Table 5.54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 

연구의 활성화에너지 값이 다른 값에 비해 작은데 이는 다른 연구자들 보다 

현 연구의 산화반응이 빠르게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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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54. Activation energies of uranium 
                   metal oxidation

Researcher Temperature(℃)

Activation Energy

kcal/mol kJ/mol

McGilivray 40 - 350 16 67

Bennett
50 - 100 18.5 77.7

100 - 300 20.2 84.84

 Ritchie 40 - 300 18.3 75.6

Baker 98.5 - 200 22.5 94.5

This research 150 - 340 14.2 59.4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는 시편의 크기와 전처리, 시편 내의 불순물 등

을 고려할 수 있는데,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불순물의 향은 미미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크기와 전처리 방법에 주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 연구의 시편 크기가 다른 연구자들의 시편

보다 작았고 또한 다른 연구와 달리 mechanical  polishing 내지 electrical 

polishing 전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나. 우라늄-니오디뮴 합금

  (1) 로 냉각 합금의 화학성분 분석

     잉곳의 외부에 분말화 현상이 나타난 로 냉각 합금의 경우 분말 및 잉

곳 금속부위에 대한 화학성분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분말의 경우 우라

늄이 15.2 wt%, 니오디뮴이 54.9 wt%로 거의 대부분의 성분이 산화 니오디

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 잉곳의 비교적 외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우라늄은 99.07 wt%, 니오디뮴은 0.93 wt%로 초기 장입량인 1.7 wt%

에 비해 약 반정도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속 잉곳의 내부 시료

에 대한 분석결과 니오디뮴의 양이 0.1 wt%로 외부에 비해 상당히 적은 양

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 잉곳이 용융점으로부터 서서히 로냉

각될 때 잉곳의 상부 또는 내부에 포함된 니오디뮴의 거의 대부분이 잉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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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면으로 확산 배치하 으며, 고화된 후 외부의 니오디뮴이 외기 산소와 

결합하여 분말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로 냉각 합금의 미세성분 분석 및 미세조직

     로 냉각 합금에 대한 분말화 현상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말에 

대한 전자현미경 시험 및 화학분석 시험을 수행하 다. Fig. 5.95는 분말에  

대한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으로서 분말화는 Fig. 5.95의 윗 사진에서 보는 형

태와 같이 우라늄-니오디뮴 혼합물이 산화되어 초기에는 단층형태로 갈라지

다가 아래 사진처럼 완전 분말화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Fig. 5.96은 분말

에 대한 EDX 분석 결과로써 분말의 주 성분이 니오디뮴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Fig. 5.97은 잉곳에 대한 EPMA 시험결과로 니오디뮴의 상이 우라늄 

금속에 고용되거나 2차 상을 형성하지 않고 긴 막대기 모양의 석출물 형태

로 나타났으며, 석출물의 분포도 불균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편에 

대한 EDX 결과인 Fig. 5.98도 잉곳 내에 니오디뮴의 양이 거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ig. 5.95. A SEM photo of U-Nd powder
           from furnace cooling.

U -N d 로 냉 각 시 편 가 루 전 자 현 미 경 사 진 2(773배 )

U -N d 로 냉 각 시 편 가 루 전 자 현 미 경 사 진 1(116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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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96. EDX result of U-Nd powder.

            

         Fig. 5.97. EPMA result of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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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98. EDX result of U-Nd.

  (3) 로 냉각 시편에 대한 산화거동 시험

     로 냉각 순수 우라늄 및 우라늄-니오디뮴 시편들에 대한 순수 산소분

위기에서의 산화시험이 수행되었다. 순수 우라늄 시편은 250 oC 온도에서 시

험이 수행되었으며, 우라늄-니오디뮴 시편은 250, 280, 300 oC의 세 온도에서 

시험이 수행되었다. Fig. 5.99는 순수 우라늄과 우라늄-니오디뮴 시편의 250 

oC 시험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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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99. Oxidation behavior of furnace
                      cooling U and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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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서 보듯이 우라늄-니오디뮴 시편의 경우 순수 우라늄 시편보다 

조금 더 빠른 산화율을 보 으며, 약 55시간의 산화 후 17 wt%의 포화 무게

이득을 나타내었다. 순수 우라늄 시편의 경우 약 60시간의 산화 후 우라늄-

니오디뮴 시편보다 조금 높은 포화무게이득을 나타내었다. 두 시편의 같은 

온도에서의 산화율의 차이는 우라늄-니오디뮴 시편의 경우 니오디뮴의 높은 

산화 친화성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Fig. 5.100은 우라늄-니오디뮴 시편들

의 250, 280 및 300 
oC 온도 역에서의 산화시험 결과로서, 온도가 올라 갈

수록 산화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50 oC의 경우 약 55시

간의 산화동안 거의 포화무게 이득 점에 도달한 반면, 280 oC의 경우 약 20 

시간의 산화시간 후 포화무게 이득 점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 oC의 

경우 이 보다 훨씬 짧은 5시간 정도의 산화시간 후 포화되었다. 포화무게 이

득 값도 250 
oC의 경우 약 17 wt% 정도 으나, 280 및 300 oC의 온도에서는 

약 18 wt%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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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00. Oxidation curve of furnace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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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급냉 합금의 화학성분 분석

     급냉 합금 잉곳의 내․외부 여러 부위를 절단하여 화학 분석한 결과 

우라늄이 97.78 wt%, 니오디뮴이 0.1 wt%로 로 냉각 잉곳의 내부 부위에 

대한 분석결과와 거의 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한 잉곳의 제조시 용탕의 출탕

후 남은 산화막에 대한 분석결과 우라늄은 90.81 wt%, 니오디뮴은 1.72  

wt%로 이 막에는 초기 니오디뮴의 장입량과 거의 같은 니오디뮴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니오디뮴과 우라늄의 도차이가 큰 향

으로 거의 모든 니오디뮴이 용탕의 윗 부위에 분포하 으며, 용탕 내의 약간

의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5) 급냉 합금의 미세성분 분석 및 미세조직

     급냉 합금의 미세성분 분석 및 미세조직 시험을 앞서와 마찬가지로 

EPMA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시편은 원형 잉곳에서 절단된 원형 디스크 

형태의 1/4 부채꼴 모양으로 제작하 으며, 시험은 시편의 여러위치에서 수

행하 다. Fig. 5.101은 이 시편의 EPMA 시험결과이며, 우라늄에 포함된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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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뮴 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흰색의 작은 줄 무늬 모양이 니오디뮴 

석출물이며, Fig. 5.102는 같은 시편의 다른 부위에 대한 높은 콘트라스트의 

니오디뮴 상으로, 앞 Fig. 5.101과는 달리 좀 더 선명한 니오디뮴 석출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급냉 시편에 대한 EPMA 시험결과, 석출된 

니오디뮴은 로 냉각 시편보다는 좀더 미세하면서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급냉 냉각 방법에 따른 서냉 시 일어날 수 있는 석출

물의 조대화 억제 및 미세조직의 차이에 의한 향인 것으로 보여진다.

   
  Fig. 5.101. Neodymium phase
            of fast cooling U-Nd
            by EPMA.

            Fig. 5.102. Neodymium phase (2)
             of fast cooling U-Nd
             by EPMA.

  (6) 급냉 시편에 대한 산화거동 시험

     급냉 시편에 대한 우라늄-니오디뮴 시편의 산화시험도 로 냉각 시편들

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Fig. 5.103은 온도 183 
oC 부터 250 oC  

까지 수행한 산화시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온도는 금속 전환체 보관 

캐니스터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열해석 결과, 전환체 중심에서의 최고 온

도에 해당되는 183 oC 및 193 oC의 온도 및 사고 시 더 높은 온도로의 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210, 230 및 250 oC의 온도에서도 수행하 다. 

    그림에서 보듯이 우라늄-니오디뮴 합금은 183 및 193 oC에서는 거의 선

형적인 무게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나, 210, 230 및 250 oC에서는 포물선형의 

무게증가 곡선을 나타내었다. 120 시간의 산화 시 193 oC 에서는 약 6 wt%

의 무게증가가 일어났으나, 250 oC에서는 약 17.8 wt%의 무게증가가 일어나 

같은 산화시간에 약 3배 정도의 무게증가가 더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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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03. Oxidation behavior of
                         fast cooling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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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의 경우 산화시작 후 약 70 시간까지는 급격한 무게증가가 일어났으나, 이 

후 매우 완만한 산화증가를 보여주었다. Fig. 5.104는 이러한 급냉 시편의   

산화이득에 대해 약 7 wt% 까지는 증가율이 선형인 것으로 가정하여, 각 시  

       

          Fig. 5.104. Oxidation arrhenius plot
                     of fast cooling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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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역 온도에 대한 그 온도에서의 산화율 자연대수치의 Arrhenius plot으

로 이 plot을 이용하여 같은 시험온도 범위에서의 산화율 및 활성화에너지를 

구하 다. 구해진 산화율 및 활성화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산화율 k= 2.92 x 107 exp(-18,641/RT)

                활성화에너지 = 18.64 kcal/mol

    Fig. 5.105는 같은 급냉 시편을 사용하여 앞서와는 달리 비교적 저온인 

80에서 160 oC의 온도에서 산화 시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5.105. Oxidation behavior of fast cooling
                    U-Nd at relatively low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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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서와 같이 80∼140 oC의 경우 거의 선형적인 무게증가 형태를 보

여주고 있으나, 160 
oC의 경우 초기 30시간의 산화까지는 포물선 형태의 무

게증가를 보여주었으나, 이 후 거의 선형인 무게증가 현상을 나타내었다. 80 

oC의 온도에서는 약 160시간 산화 시 0.1 wt%의 무게증가를 나타내었으나, 

160 oC에서는 약 1.4 wt%의 무게증가를 보여주었다. 

    비교적 저온인 이 시험온도 구간에서의 무게증가가 모두 선형인 것으로 

가정했을 때, 각 시험온도의 역온도에 대한 산화율 자연대수의 Arrhenius 

plot은 다음 Fig. 5.106과 같이 나타난다. 이 그림으로부터 계산된 같은 온도 

구간에서의 활성화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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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율 = 1.059 x 102 exp(-8,144/RT) [wt%/h]

                 활성화에너지 = 8.1 [kcal/mole]

        

      Fig. 5.106. Oxidation arrhenius plot of fast cooling
                 U-Nd at relatively low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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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급냉 시편에 대한 단계별 산화기구 시험

     금속 전환체의 저장 안전성 분석은 산화 안정성과 궁극적으로 이에 따

른 부피변화에 의한 2차적인 사고 가능성 여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

다. 이러한 산화에 의한 부피 변화는 전환체가 각 온도에서 산화가 진행될 

때 어떠한 금속학적 상을 가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구학적 연구를 통해서

만 가능하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열분석 결과 나온 전환체 저장시 캐니스터

의 중심 최고 예상온도인 183 및 193 
oC의 온도 중 193 oC인 사각형 캐니스

터에 대한 결과온도에서 단계별 산화기구를 알아보았다. 시험방법은 7개의 

시편을 193 
oC의 온도에서 단계별로 산화 시킨후 각 단계별 취출 시료를 

XRD를 사용하여 분석하여 각 산화시간별 형성된 상을 측정하 다.

    Fig. 5.107∼108은 각 산화단계별 나온 XRD 시험결과들을 보여준다. 비

교적 저온의 산화로 인해 각 산화시간 단계 XRD 결과는 모든 시료가 일정

량의 UO2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288 시간의 산화 후에도 

UO2 상 이외의 타상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 이상의 산

화기간 및 고온산화에 의해 나타나는 U3O7, U4O9 및 U3O8 등의 상도 나타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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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07. XRD result of fast cooling
                 U-Nd (144h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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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08. XRD result of fast cooling
                  U-Nd (288h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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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급냉 시편에 대한 단계별 분말화 과정 관찰 실험

     Fig. 5.109는 급냉시편에 대한 193 oC 온도에서의 공기 중 산화 시간별  

            

     Fig. 5.109. A step-wise oxidation process
                of fast cooling U-Nd at 193 ℃.

산화전 48 시간 산화후 96 시간 산화후

144 시간 산화후 192 시간 산화후 336 시간 산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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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산화시편은 약 10 mm 반경의 

두께 3 mm의 1/4 원형디스크를 사용하 다. 산화전 시편의 상태는 공기 중 

실온 상태에서 자연 산화된 검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있었다. 산화시간 간격

은 48시간으로 하 으며, 각 산화 단계 후 가능한 한 시편의 움직임이 없게 

전기로로부터 시편을 조심스럽게 운반하여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 촬 을 하 으며, 산화양상도 관찰하 다. 급냉 시편의 전체적인 산화

양상은 산화가 표면으로부터 진행되면서, 판상형의 얇은 산화막이 표면으로

부터 분리되어 떨어지며, 넓은 윗면 뿐만 아니라 시편의 측면도 동시에 같은 

양상으로 산화가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산화되어 부스러진 산화막의 양은 

시간에 대해 거의 일정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것은 앞서 이 온도에서의 

TGA 시험에서 산화량이 시간에 대해 거의 선형으로 진행됨을 관찰한 것과 

일치한다. 

 다. 우라늄-니오디뮴-팔라듐 합금

  (1) 급냉 합금의 화학성분 분석

     잉곳의 중간을 약 5 mm 두께의 디스크 형태로 절단한 후 이 절단 디

스크의 중심을 다시 정  절단하여 화학분석을 의뢰하 다. 화학분석 결과 

우라늄은 99.05 wt%, 팔라듐은 0.34 wt%, 니오디뮴은 0.007 wt%로 나타났

으며, 따라서 팔라듐은 초기 장입량 0.35 wt%가 거의 전량 잔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니오디뮴의 경우 초기 장입량 0.2 wt% 보다 훨씬 낮은 값을 보

다. 이는 앞서 니오디뮴-팔라듐-우라늄의 3상 상태도에서와 같이 적은 양

의 니오디뮴과 팔라듐은 우라늄과 화합 또는 고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또한 팔라듐의 첨가로 인한 니오디뮴과 우라늄과의 고용성 증대 효과는 없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탕시 용탕의 상부에 남은 산화막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 우라늄이 98.63 wt%, 니오디뮴이 0.40 wt%,  팔라듐이 0.29 wt%로 나

타났으며, 이는 니오디뮴의 상당량이 용탕의 상부에 위치해 있었음을 의미한

다.  

  (2) 급냉 합금의 미세성분 분석 및 미세조직

     급냉 합금 시료에 대한 미세분석 및 미세조직 시험도 앞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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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A를 사용해서 수행하 다. 시험 결과는 Fig. 5.110과 5.111에 나타나 있

다. 

  
 Fig. 5.110. Neodymium phase of fast
            cooling U-Nd-Pd by EPMA.

   
  Fig. 5.111. Palladium phase of fast
             cooling U-Nd-Pd by EPMA.

    Fig. 5.110에서 보듯이 흰색 반점형태의 니오디뮴은 앞서 언급한 2상 합

금 시편들에 비해 상당히 미세하고 비교적 균일한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111은 팔라듐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팔라듐의 경우 니오디뮴과는 달리 그 석출물의 양이 비교적 많으며, 분포도 

전체적으로는 균일하나 거의 대부분이 미세조직의 입계를 따라 석출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시료에 대한 광학현미경 관찰을 위해 시편을 준비하는 

과정 중 연마후 시편 표면의 빠른 산화로 입계의 현미경 관찰이 불가능하

으나, Fig. 5.111에서와 같이 팔라듐의 입계 석출현상으로 간접적인 입계의 

관찰이 가능하 다. 이 EPMA 시험을 통한 입계의 크기는 약 20∼30 μm 

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우라늄-니오디뮴-팔라듐 합금의 산화거동

     우라늄-니오디뮴-팔라듐 시편의 산화시험은 열중량분석기를 사용하여 

순수 산소분위기에서 수행하 다. Fig. 5.112는 온도 183 oC 부터 250 oC 까

지 수행한 산화시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온도는 금속전환체 보관 캐니스터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앞서의 

열해석 결과를 활용하여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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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12. Oxidation behavior of 
                     fast cooling U-Nd-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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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서 보듯이 우라늄-니오디뮴-팔라듐 합금은 183 및 193 
oC에서는 

거의 선형적인 무게증가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210, 230 및 250 oC에서는 

포물선형의 무게증가 곡선을 나타내었다. 160 시간의 산화 시 183 
oC에서는 

약 4.45 wt%의 무게증가가 일어났으나, 250 oC에서는 약 18.88 wt%의 무게

증가가 일어나 같은 산화시간에 약 4배 이상의 무게증가가 더 일어난 것으

로 나타났다.

    250 oC의 경우 산화시작 후 약 90 시간까지는 급격한 무게증가가 일어

났으나, 이후 매우 완만한 산화증가를 보여주었다. Fig. 5.113은 이러한 급냉 

시편의 산화이득에 대해 약 7 wt% 까지는 증가율이 선형(linear)인 것으로 

가정하여, 각 시험의 역 온도에 대한 그 온도에서의 산화율 자연대수치의 

Arrhenius plot으로, 이 plot을 이용하여 같은 시험온도 범위에서의 산화율 

및 활성화에너지를 구하 다. 구해진 산화율 및 활성화에너지는 다음과 같

다.

            산화율(k) = 10.02 x 107 exp(-19,980/RT) [wt%/h]

            활성화에너지(A.E) = 19.98 [kcal/mol]   

    이 산화율과 앞서 수행된 우라늄 및 우라늄-니오디뮴 2상 합금 산화시

험에서 구한 산화율을 이용하여 150 oC∼250 oC 온도 역에서 1 oC의 간격

으로 구한 산화율 증가경향은 Fig. 5.1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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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13. Arrhenius plot of fast cooling U-Nd-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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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14. A comparison among U, U-Nd and U-Nd-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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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그림에 국 Wylfa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Magnox 금속핵연료의 

공기 중 건식저장 한계온도인 150 oC와 이산화탄소 분위기에서의 한계온도

인 365 oC를 표시하 다. 그림에서 보듯이 150∼200 oC 온도 역의 경우 우

라늄, 우라늄-니오디뮴 및 우라늄-니오디뮴-팔라듐 시편들의 산화율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200 oC 를 지나면서 순수 우라늄의 경우 비교적 완

만한 상승을 보여주는 반면, 우라늄-니오디뮴 및 우라늄-니오디뮴-팔라듐의 

경우 급격한 산화율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라늄-니오디뮴 및 우라

늄-니오디뮴-팔라듐 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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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낮은 온도에서는 순수 우라늄과 모의 금속전환체 간의 산화율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약 200 oC 이상의 온도에서는 모의 금속전환체 시편이 더 빨리 

산화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실로 유추할 때 사용후핵연료로부터 금속 전환

된 실제 전환체의 경우 순수 우라늄과는 상당히 다른 산화거동을 보일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니오디뮴의 경우 산화경향이 우라늄 보다 빠르며, 이러

한 니오디뮴의 미량 첨가가 금속전환체 내의 산소포텐셜에 향을 주어, 비

교적 높은 온도에서 우라늄의 산화를 촉진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비교한 순수 우라늄의 경우 전기로에서 자연 냉각된 시

편으로 급냉에 의한 우라늄-니오디뮴 및 우라늄-니오디뮴-팔라듐 시편과는 

냉각속도의 차이에 의한 미세구조의 상이함에 따른 산화율의 차이로도 볼 

수 있다. 3상 합금에 대한 시험결과와 앞서 수행한 2상 합금의 결과를 비교

해 볼 때, 니오디뮴외 팔라듐의 추가에 의한 산화거동 차이는 거의 없는 것

으로 보인다. 초기 200 oC 이상의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의 이러한 산화율의 

차이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산화기구 연구로 보완 및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라. 우라늄-지르코늄 합금

  (1) 우라늄-지르코늄 합금의 미세성분 분석

     우라늄-지르코늄 2상 합금에 대한 미세성분 및 조직시험이 광학현미경

과 주사전자현미경 및 EDX에 의해 수행되었다. 시편의 준비는 먼저 잉곳을 

약 100 mg 정도로 절단하여 알코올과 물에서 세척한 후 건조하 으며, 마운

팅은 전도성 레진을 사용한 핫 마운팅 방법을 사용하 다. 연삭 및 연마작업

은 실리콘 카바이드 400, 800 그릿 및 다이아몬드 페이스트 1μm을 사용하

여 수행하 다. 시편의 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에칭작업을 수행하 다. 준비

된 시편을 광학현미경을 사용하여 거시조직 및 미세조직을 관찰하 으며, 주

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더욱 미세한 조직을 관찰하 다. Fig. 5.115∼121은 

우라늄-지르코늄 2상 합금에 대한 미세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

이 2상 합금의 전체적인 미세구조는 풀림처리가 되지 않은 급냉 주조물의 

미세구조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Fig. 5.115는 지르코늄의 함량이 0 

%인 순수 우라늄의 SEM 미세조직을 보여주며, Fig. 5.116은 광학현미경에 

의한 미세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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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15. A SEM photo of U-0Zr.

 

 Fig. 5.116. An optical microscopic
         photo of U-0Zr.

    입계의 크기는 약 20∼50 μm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한 에칭 상태의 지

르코늄 함량 5, 10 및 15 %인 시편들에서는 Fig. 5.117∼119와 같이 흰색의 

순수 우라늄 조직과 중간 밝기의 우라늄-지르코늄 합금상과 검은 색의 지르  

   Fig. 5.117. A SEM photo of U-5Zr.  Fig. 5.118. A SEM photo of U-10Zr.

코늄 석출 조직으로 분리되어 나타났으며, 충분한 에칭 후 광학현미경에 의

한 관찰에서는 이러한 중간 밝기의 2상 조직이 Fig. 5.120 및 5.121과 같이 

10 및 15 % 지르코늄 시편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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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19. A SEM photo of U-15Zr.

   Fig. 5.120. An optical microscopic
             photo of U-10Zr.

   Fig. 5.121. An optical microscopic
             photo of U-15Zr.

    Fig. 5.122∼129는 우라늄-지르코늄 시편에 대한 EDX 시험결과로 라인

스캔 및 면 매핑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인스캔의 경우 SEM에서 관찰

한 지르코늄 화합물 및 지르코늄 석출물을 지날 때 지르코늄의 피크를 보여

주었으며, 지르코늄 5, 10 및 15 % 시편들에 대해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

다. 

    라인스캔 결과로부터 나온 지르코늄 함량의 평균값은 실제 투입량 보다 

약간 높은 값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라인 스캔시 우라늄-지르코늄 

상이 집된 부위에서 시험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면 매핑 시험결과에서 보면 지르코늄의 양이 증가할 수록 지르코늄 과

다부위의 면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지르코늄의 분포가 

비교적 균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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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22. A quantitative analysis result
                   of EDX line scan on U-0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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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23. A quantitative analysis result of
                   EDX area mapping on U-0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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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24. A quantitative analysis result of
                    EDX line scan on U-5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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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25. A quantitative analysis result of
                   EDX area mapping on U-5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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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26. A quantitative analysis result of
                     EDX line scan on U-10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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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27. A quantitative analysis result of 
                   EDX area mapping on U-10Zr.

Lab

U Zr



- 475 -

           

       Fig. 5.128. A quantitative analysis result of
                  EDX line scan on U-15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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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29. A quantitative analysis result of 
                     EDX area mapping on U-15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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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라늄-지르코늄 합금의 산화거동 

      Fig. 5.130∼133은 우라늄-지르코늄 2상 합금에 대한 여러 온도에서의 

산화무게 증가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Fig. 5.130에서 보듯이 지르코늄 0 %

인 순수 우라늄의 경우 350 oC에서는 약 10시간의 산화 후 15 wt% 무게증

가비에 도달하 고, 20시간의 산화 후 순수 우라늄으로부터 U3O8로 전체 변

환하여 이론적인 포화무게 값에 도달하 다. 300 oC의 경우 350 oC의 약 4.4

배인 44시간의 산화 후에 15 wt%의 무게 증가비에 도달하 고, 250 oC 의 

경우 350 oC의 약 13배인 130 시간 후에 같은 15 wt%의 무게 증가비에 도

달하 다. 

       

        Fig. 5.130. Oxidation behavior of U-0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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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oC의 경우 충분한 산화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온에서의 산화거

동과 비교할 수 없으나 산화경향을 따라 외삽하면 약 400시간 후에야 15 

wt% 의 무게 증가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산화 경향

은 순수 우라늄의 경우 등 간격의 산화온도의 차이에 대한 시간에 대한 산

화비의 감소가 거의 일정함을 의미한다. 즉, 이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산화온도가 50 oC 씩 낮아짐에 따라 같은 무게 증가비에 도달되는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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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 단계 산화시간의 약 3배 씩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무게 증가비가 

7.5 wt%까지는 선형적인 증가라고 가정할 때, 350 oC에서는 2.4 wt%/h, 300 

oC에서는 0.47 wt%/h, 250 oC에서는 0.18 wt%/h, 그리고 200 oC에서는 0.05 

wt%/h로 산화율이 나타났으며, 이 경우 각 단계별 비의 감소는 약 5.1, 2.6 

및 3.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131은 우라늄에 지르코늄 5 wt%를 섞은 모의 금속 전환체에 대

한 산화시험 결과이다. 

        

      Fig. 5.131. Oxidation behavior of U-5Zr.

- 2 0 0 2 0 4 0 6 0 8 0 1 0 0 1 2 0 1 4 0 1 6 0 1 8 0

0

5

1 0

1 5

2 0

W
ei

gh
t G

ai
n 

(w
t%

)

O x id a t io n  T im e  ( h )

350 oC

300 oC

250 oC

200 oC

    그림에서 보듯이 이 합금의 경우 350 oC의 온도에서 46시간 후에 약 18 

wt%의 무게 증가비를 나타내었다. 각 온도에 대한 선형적인 무게증가비에 

대한 증가율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350 oC : 0.675 wt%/h (weight gain < 13.5 wt%) 

              300 oC : 0.163 wt%/h (weight gain < 7.50 wt%)

              250 oC : 0.030 wt%/h (weight gain < 4.90 wt%)

              200 oC : 0.004 wt%/h (weight gain < 0.59 wt%)

    따라서 각 단계별 비의 감소는 약 4.1, 5.4 및 7.5로 나타났다.

    Fig. 5.132는 우라늄에 지르코늄 10 wt%를 섞은 모의 금속전환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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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화시험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합금의 경우 350 oC의 온도에서 

46시간 후에 약 13.64 wt%의 무게 증가비를 나타내었다. 

           

       Fig. 5.132. Oxidation behavior of U-10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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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온도에 대한 선형적인 무게 증가비에 대한 증가율을 구해보면 다음

과 같다. 

              350 
oC : 0.296 wt%/h (weight gain < 13.635 wt%) 

              300 oC : 0.080 wt%/h (weight gain < 3.698 wt%)

              250 oC : 0.008 wt%/h (weight gain < 1.314 wt%)

              200 
oC : 0.001 wt%/h (weight gain < 0.160 wt%)

    따라서 각 단계별 비의 감소는 약 3.7, 10 및 8로 나타났다.

    Fig. 5.133은 우라늄에 지르코늄 15 wt%를 섞은 모의 금속 전환체에 대

한 산화시험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합금의 경우 350 oC의 온도에서 

약 46시간 후에 약 7.551 wt%의 무게 증가비를 나타내었다. 각 온도에 대한 

선형적인 무게 증가비에 대한 증가율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350 
oC : 0.164 wt%/h (weight gain < 7.551 wt%) 

              300 oC : 0.048 wt%/h (weight gain < 2.190 wt%)

              250 oC : 0.005 wt%/h (weight gain < 0.763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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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oC : 0.00034 wt%/h (weight gain < 0.05554 wt%)

    따라서 각 단계별 비의 감소는 약 3.4, 9.6 및 14.7로 나타났다.

    이러한 각 단계별 감소비는 시편 전체를 볼 때 지르코늄의 함량이 증가

할 수록 이 비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비의 전체 평균은 약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5.133. Oxidation behavior of U-15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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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34는 350 oC에서 우라늄-지르코늄 합금의 지르코늄 함량별 산화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순수 우라늄의 경우 약 20 시간의 

산화 후 포화 무게 증가비까지 산화가 완료되었으며, 이 후 46 시간까지 거

의 무게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5 wt% 지르코늄 합금의 경우 완만

한 포물선 증가곡선을 따라 무게증가를 보여주며, 46시간의 산화 후 순수 우

라늄과 거의 같은 무게 증가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약 5 wt% 의 

지르코늄 합금의 경우 같은 온도에서도 무게증가 특성이 순수 우라늄과는 

다른 경로를 따라 증가하며, 비교적 완만히 증가를 하다가 약 40시간 이상의 

산화 시에는 포화 무게증가비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0 및 15 

wt% 지르코늄이 섞인 합금들의 경우는 46 시간의 산화시간 동안에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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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적인 무게증가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르코늄 함유량에 

따른 선형증가 구간에서의 무게 증가비의 감소비는 약 2.4, 2.3 및 1.8로 나

타났다. 

         

   Fig. 5.134. Oxidation behavior of U-Zr at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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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35는 300 oC의 온도에서 각 지르코늄 함유량 별 산화특성 곡선

을 나타내고 있다. 이 온도 및 산화시간 역에서의 산화특성은 350 
oC에서

와는 달리 모든 시편들이 거의 선형적인 무게증가 곡선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시편별 무게 증가비의 감소비는 3.1, 2.0 및 1.7로 앞서 350 

oC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Fig. 5.136은 250 oC에서의 각 시편의 

산화특성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감소비는 6, 3.8 및 1.7을 나타내었으며, 이 

수치는 앞서 300과 350 oC의 경우에 비해 순수 우라늄과 5 wt% 지르코늄 

시편의 산화율의 감소비가 약 2배 이상 높은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지르코

늄의 첨가에 의한 시편 전체의 산화억제력이 300 oC 이상의 온도에서 보다 

250 oC 에서는 더욱 커짐을 의미한다. 

    Fig. 5.137은 200 
oC에서의 각 시편에 대한 산화증가를 보여준다. 이 온

도에서의 감소비는 각각 12.5, 4.1 및 2.9로 앞서 250, 300 및 350 oC에서의 

감소비 보다 훨씬 큰 감소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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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35. Oxidation behavior of U-Zr at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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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36. Oxidation behavior of U-Zr at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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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37. Oxidation behavior of U-Zr at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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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온도에서의 지르코늄 함량에 따른 산화경향을 전체적으로 볼 때 비

교적 높은 온도에서는 지르코늄의 첨가에 따른 산화억제 현상이 비교적 적

게 나타났으나 온도가 내려옴에 따라 이러한 산화 억제량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마. 다성분계 모의 금속 전환체

  (1) 다성분계 모의 금속 전환체 합금의 온도별 산화거동 분석

     시험은 183 ℃∼250 ℃ 온도구간에서 간헐적 무게측정방법을 이용하여 

박스형 전기로에서 수행하 으며, Fig. 5.138∼141의 그림은 다성분계 모의 

금속 전환체에 대한 여러 온도에서의 산화무게 증가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Fig. 5.138에서 보듯이 연소도 0 GWd/tU 일 때, 즉 핵분열생성물이 첨가되

지 않은 순수 금속 우라늄 전환체의 경우 250 
oC에서 약 78 시간의 산화 후 

15 wt% 무게 증가비에 도달하 고, 230 oC의 경우 250 oC 1.05 배인 82 시

간, 210 oC에서는 250 oC의 약 1.9 배인 150 시간, 193 oC 에서는 250 oC의 

4.1 배인 320 시간, 183 
oC에서는 산화경향을 따라 외삽하여 보면 250 oC의 

약 7.8 배인 608 시간만에 15 wt% 무게 증가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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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38. Oxidation behavior and arrhenius plot of 
                        U0GWd/tU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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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39. Oxidation behavior and arrhenius plot of 
                    U15GWd/tU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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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40. Oxidation behavior and arrhenius plot of 
                   U33GWd/tU specimen.

1.90 1.95 2.00 2.05 2.10 2.15 2.20

-2.0

-1.8

-1.6

-1.4

-1.2

-1.0

 

 

ln
k(

w
t%

)

1000/T(temp)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3

6

9

12

15

18

 250 0C
 230 0C
 210 0C
 193 0C
 183 0C

 

 
W

ei
gh

t g
ai

n(
w

t%
)

Time(h)

 



- 486 -

  

        Fig. 5.141. Oxidation behavior and arrhenius plot of 
                   U50GWd/tU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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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무게 증가비가 7 wt% 까지는 선형적인 증가라고 가정할 때, 250 

oC 에서는 0.299 wt%/h, 230 oC에서는 0.253 wt%/h, 210 oC에서는 0.164 

wt%/h, 그리고 193 oC에서는 0.077 wt%/h, 183 oC에서는 0.032 wt%/h로 산

화율이 나타났으며, 이 경우 각 단계별 비의 감소는 약 1.18, 1.54, 2.13 및 

2.4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139는 연소도 15 GWd/tU 일 때 생성되는 핵분열생성물의 량이 

첨가된 전환체의 산화시험 결과이다. 이 합금의 경우 전 온도 구간에서 안정

된 산화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0 oC 의 온도에서 약 78 시간 

후에 약 15 wt% 의 무게 증가비를 나타내었으며, 약 150 시간 후에 이론적

인 포화 무게 증가비를 나타내기 시작하 다.

    무게증가비가 7 wt% 까지는 선형적인 증가라고 가정할 때, 250 oC 에서

는 0.284 wt%/h, 230 
oC 에서는 0.201 wt%/h, 210 oC 에서는 0.174 wt%/h, 

그리고 193 oC 에서는 0.108 wt%/h, 183 oC 에서는 0.072 wt%/h 로 산화율

이 나타났으며, 이 경우 각 단계별 비의 감소는 약 1.41, 1.16, 1.61 및 1.5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140은 연소도 33 GWd/tU 일 때 생성되는 핵분열생성물의 량이 

첨가된 전환체의 산화시험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합금의 경우 230 

oC 에서 가장 빠르게 산화가 진행되다가 36시간이 지나면서 250 oC 시료가 

더욱 빠른 산화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250 oC 의 온도에서 약 63 시간 후에 

약 15 wt% 의 무게 증가비를 나타내었으며, 약 150 시간 후부터 이론적인 

포화 무게 증가비를 나타내기 시작하 다.

    무게 증가비가 7 wt% 까지는 선형적인 증가라고 가정할 때, 250 
oC에서

는 0.279 wt%/h, 230 
oC에서는 0.344 wt%/h, 210 oC에서는 0.235 wt%/h, 그

리고 193 oC에서는 0.162 wt%/h, 183 oC에서는 0.141 wt%/h로 산화율이 나

타났으며, 이 경우 각 단계별 비의 감소는 약 0.81, 1.46, 1.45 및 1.15가 되는 

것으로 비교되었다. 

    Fig. 5.141은 연소도 50 GWd/tU일 때 생성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양이 첨

가된 전환체의 산화시험 결과이다. 이 합금의 경우에는 250 oC에서 보다  

230 oC 온도 구간에서 더욱 빠른 산화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시료의 제작 과정 중 여러 가지 원소들이 고른 혼합이 되지 않아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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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으며, 특정한 원소가 잉곳의 특정 부위에 다량으로 혼합됨으로 인

하여 특정 산화시료에서만 산화 억제효과를 내고 있는지 등 더 많은 실험을 

통한 원인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게 증가비가 7 wt% 까지는 선형적인 증가라고 가정할 때, 250 oC에서

는 0.212 wt%/h, 230 oC에서는 0.226 wt%/h, 210 oC에서는 0.107 wt%/h, 그

리고 193 oC에서는 0.088 wt%/h, 183 oC에서는 0.048 wt%/h로 산화율이 나

타났으며, 이 경우 각 단계별 비의 감소는 약 0.94, 2.11, 1.22 및 1.83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성분계 모의 금속 전환체의 연소도별 핵분열생성물의 함량이 높아질

수록 초기 산화경향은 함량이 33 GWd/tU일 경우 가장 빠르며 온도가 224 

oC 를 지나면서 순수 금속 우라늄의 산화속도가 매우 빨라짐을 알 수 있다. 

    각 시험결과에 대한 산화이득곡선에 대해 약 7 wt% 까지는 선형인 것

으로 가정하여 역 온도에 대한 Arrhenius plot을 구하면 Fig. 5.141∼144의 

아래 부분과 같이 나타나며, 이 plot으로부터 각각의 시편에 대한 산화율 및 

활성화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구하 다.

    U metal     : 산화율(k)= 9.03 × 105 exp (-15,220/RT)     [wt%/h]

                  활성화에너지(A.E) = 15.22 [kcal/mol]

    U15GWd/tU : 산화율(k)=1.8 × 103 exp (-9,090/RT)      [wt%/h]

                  활성화에너지(A.E) = 9.09 [kcal/mol]

    U33GWd/tU : 산화율(k)=9.17 × 101 exp (-5,813/RT)     [wt%/h]

                  활성화에너지(A.E) = 5.81 [kcal/mol]

    U50GWd/tU : 산화율(k)=7.14 × 103 exp (-10,620/RT)    [wt%/h]

                  활성화에너지(A.E) = 10.62 [kcal/mol]

  (2) 다성분계 모의 금속 전환체의 연소도별 산화속도 비교

     Fig. 5.142는 250 oC에서 다성분계 모의 금속 전환체의 함량별 산화거

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33 GWd/tU 시료가 산화 시작 단계에

서는 다른 시료에 비해 느린 산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7 시간이 지나면

서 빠른 산화속도를 띄게 됨을 알 수 있다. 순수 우라늄과 15 GWd/tU 시료

의 경우 포화 무게 증가비까지 거의 비슷한 산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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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GWd/tU 시료의 경우에는 오히려 순수 우라늄 시료보다 산화거동이 더욱 

느리게 나타났다. 0 GWd/tU, 15 GWd/tU, 33 GWd/tU, 50 GWd/tU 등 함유

량 순서에 따른 선형증가 구간에서의 무게 증가비의 감소비는 약 1.05, 1.01 

및 1.32로 나타났다. 

              
  Fig. 5.142. Oxidation behavior of simulated
             multi-phase metal ingot at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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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43은 230 oC의 온도에서 다성분계 모의 금속 전환체 합금의 함

량별 산화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순수 금속 우라늄 시료의 경우 약 125시간  

              
 Fig. 5.143. Oxidation behavior of simulated
         multi-phase metal ingot at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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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나면서 포화 무게 증가비 까지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3 GWd/tU, 

0 GWd/tU, 50 GWd/tU, 15 GWd/tU 등 함유량 순서에 따른 선형증가 구간

에서의 무게 증가비의 감소비는 1.37, 1.11 및 1.12로 나타났다. Fig. 5.14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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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44. Oxidation behavior of simulated
          multi-phase metal ingot at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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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oC의 온도에서 다성분계 모의 금속 전환체 합금의 함량별 산화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순수 우라늄과 15 GWd/tU 시료의 경우 250 oC의 경우와 같

이 포화 무게 증가비 까지 거의 비슷한 산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으며, 33 

GWd/tU 시료의 경우 23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산화속도가 빨라짐을 알 수 

있다. 33 GWd/tU, 15 GWd/tU, 0 GWd/tU, 50 GWd/tU 등 함유량 순서에 

따른 선형증가 구간에서의 무게 증가비의 감소비는 1.34, 1.06 및 1.52로 나

타났다. Fig. 5.145는 193 
oC에서의 각 시편에 대한 산화증가를 보여준다. 이  

              
  Fig. 5.145. Oxidation behavior of simulated
          multi-phase metal ingot at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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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서의 33 GWd/tU, 15 GWd/tU, 50 GWd/tU, 0 GWd/tU 등 함유량 순

서에 따른 선형증가 구간에서의 무게 증가비의 감소비는 각각 1.48, 1.2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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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로 나타났다. Fig. 5.146은 183 oC에서의 각 시편에 대한 산화증가를 보  

             
  Fig. 5.146. Oxidation behavior of simulated
          multi-phase metal ingot at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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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이 온도에서의 33 GWd/tU, 15 GWd/tU, 50 GWd/tU, 0 GWd/tU 등 

함유량 순서에 따른 선형증가 구간에서의 무게 증가비의 감소비는 각각 

1.96, 1.5 및 1.5로 나타났다.

  (3) 다성분계 모의 금속 전환체의 산화율 및 활성화에너지

     제조된 우라늄 및 다성분계 모의금속전환체 합금 시편들의 산화시험 

결과로부터 산화율 및 활성화에너지를 구하 고, Table 5.55에 타 연구자들

과의 활성화에너지를 비교하여 보았다.

    시험결과 구해진 산화식을 이용하여 183 ℃∼250 ℃ 까지의 온도 역

을 1 ℃ 간격으로 구한 산화율 증가경향을 Fig. 5.147에 나타내었으며, 몇몇 

온도에서의 산화율을 구하여 비교해 보면, 183 ℃에서 33 GWd/tU, 15 

GWd/tU, 50 GWd/tU, 0 GWd/tU의 산화율은 각각 0.14995, 0.07912, 0.05799, 

0.04581로서 산화율 감소비는 1.90, 1.36, 1.27 로 나타났으며, 193 ℃에서의 

산화율은 각각 0.17209, 0.09813, 0.07458, 0.06569로서 산화율 감소비는 1.75, 

1.32, 1.14로 나타났다. 210 ℃에서 33 GWd/tU, 15 GWd/tU, 0 GWd/tU, 50 

GWd/tU의 산화율은 각각 0.21464, 0.13863, 0.11716, 0.11167로서 산화율 감

소비는 1.55, 1.18, 1.05로 나타났으며, 230 ℃에서 33 GWd/tU, 0 GWd/tU, 

15 GWd/tU, 50 GWd/tU의 산화율은 각각 0.27309, 0.22009, 0.20203, 0.17338

로서 산화율 감소비는 1.24, 1.09, 1.17 로 나타났고, 250 ℃에서 0 GWd/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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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55. Comparison of activation energies

   Researcher    Temp.(℃)     Materials
 Activation
 Energy(kcal/mol)

   McGillivray    40∼350     U metal       16.0

   Bennett    50∼100     U metal       18.5

   Bennett    100∼300     U metal       20.2

   Ritchie    40∼300     U metal       18.3

   Baker    98.5∼200     U metal       22.5

   Colmenares    117∼177     U metal       21.86

   G.S.You    150∼340     U metal       14.2

   G.S.You    183∼250    U-Nd alloy       18.6

   G.S.You    183∼250    U-Nd-Pd alloy       19.9

   Matsui    150∼230    U-Zr alloy       23.97

   Rama Rao    350∼527    U-Zr alloy       34.80

   G.S.You    200∼350    U-Zr alloy       23.34

   

33 GWd/tU, 15 GWd/tU, 50 GWd/tU 의 산화율은 각각 0.39399, 0.34111, 

0.28606, 0.26030로서 산화율 감소비는 1.16, 1.19, 1.10로 나타났다. 

            

  Fig. 5.147. Oxidation rates of metal uranium and
             simulated multi-phase metal in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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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산화율 및 활성화에너지는 연소도별 핵분열생성물

의 함량별로 약간씩 다른 활성화에너지를 보 으나 이것은 각각의 실험분위

기 및 시편의 제작 이력 등 여러 가지 시험조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되며 자세한 기구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를 위한 건전성 열화평가 전산코드 개발

 가. 개 요 

  사용후핵연료의 철저한 관리는 사용후핵연료 내 유효에너지 자원의 재

활용과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의 누출방지 등 여러 경제-사회-기술적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핵연료 자원이 부족하여 전량 외국의 수입에 의존

하고 있고 국토가 넓지 않아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계속 축적될 경우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 위험이 증대될 수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에 관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장기간 

안전하고 경제적이면서 차후의 재활용 또는 직접처분으로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는 다각적인 이용 관리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실제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미 부분적으로는 좋은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연

구의 시작 단계이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후

의 재활용이나 직접 처분 때까지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안전

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

로 장기관리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 열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

법론과 평가도구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실제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는 creep 

응력에 의한 파괴(creep rupture), 응력부식파괴(stress corrosion cracking), 

지연 수소화 파괴(delayed hydride cracking), 과도 하중에 의한 파괴, 산화 

및 부식에 의한 파괴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처음 열거된 세 파괴 과정이 

장기 관리시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에 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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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이들 주요 원인들은 모두 원자로내 연소에 따른 기체상/휘발성 핵

분열 생성물의 방출에 기인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봉내압에 의해 직접적으로 

향받고 있는데 이 봉내부 압력이  피복관에 응력으로 작용하여 사용후핵

연료의 장기저장시 응력파괴를 유발시킬 수 있고 피복관의 응력부식 균열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피복관 내부 이산화우라늄 펠렛의 산화에도 

향을 미칠 경우 응력부식 균열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시설에 유입되는 사용후핵연료의 방출 내부 압력은 여러차

례의 조사후실험에서 밝혀졌듯이 원자로내 연소 위치와 이력에 따라 그 값

이 크게 달라지게 되며  대부분의 사용후핵연료 봉내압 측정값은 핵연료의 

설계시 예측된 값보다 싱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핵연료 설계시 핵연

료봉 각각에 대한 내부압력을 평가하지 않고 각 연소주기에서 가장 연소가 

높게 이루어질 핵연료봉들을 가상적으로 조합 선택해 보수적으로 봉내압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 열화 정도 평가 방법론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후핵연료 내부에서 응력을 유발하게 되는 봉내압이 

원자로내 연소이력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한 

열화기구들이 전체적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이제까지 각론적으로 진행되

어 온 연구 결과들, 한양대학교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연소이력에 따른 사용

후 핵연료 봉내압 계산 전용 프로그램(SPENFIP 코드)와 미국 PNL에서 개

발된 지르칼로이 피복관의 응력 파괴 열화거동 평가용 DATING 코드와 국

내 개발 시도되었던 SIECO 코드들을 심화 개선하고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 건전성 열화평가 전산코드 

SFINEL(Spent Fuel INtegrity EvaLuator: An Integrated Computer 

Program for Predicting Spent Fuel Rod Integrity Based on Burn-up 

History)를 개발하 으며 이를 사용자가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도록 graphic 

user interface를 도입하여 Window화 하 다. 

    보고서는 KAERI/CM-237/98[92]로 발간되었으며, 보고서의 1장에서는 

서론을 기술하고, 다음장인 2장에서는 SFINEL 코드의 개발 과정에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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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과학 기술적 내용과 여러 실제 data를 통해 검증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

으며, 3장에서는 장기 관리시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에 중요한 향을 미치

는 기체상 핵분열 생성물 방출에 따른 봉내압 평가 방법론과 이 봉내압에 

따른 피복관 열화의 주요 원인인 creep응력에 의한 열화 (creep rupture), 응

력부식열화(stress corrosion cracking), 산화 및 부식에 의한 열화에 관한 이

론적 배경을 설명하 다. 4장에서는 개발된 SFINEL 코드의 체계와 계산 알

고리즘에 대한 소개와 각 요소 program module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수

록하 고, 5장에는 각종 실험 결과 및 발표 자료 등을 통한 SFINEL 코드의 

부분 및 종합 검증 결과를 수록하 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SFINEL 코드 

사용의 한계와 사용시 주의 사항, 그리고 심도있는 후속 연구 수행에 대한 

권고 사항을 실었다. 또한 부록에는 SFINEL 코드를 실제 운 하기 위해 필

요한 user manual과 input example을 수록하 다.

5. 결 언

  사용후핵연료를 금속 우라늄형태로 저장하는데 있어서 열적 안전성 평가

의 기준이 되는 산화속도 시험을 여러 가지 분위기 및 온도조건에서 수행하

여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었다.

    순수 금속 우라늄에 대한 질소와 헬륨, 그리고 산소와 공기 분위기에서

의산화속도를 구하 다. 특히 산소분위기, 150∼340 ℃ 온도 역에서 산화거

동을 예측할 수 있는 산화식은 다음과 같다.

k = 2.16×105 e (-
14200
RT )  [wt %/h]

    또한 XRD, EPMA 분석을 통하여 금속 우라늄 산화의 포화 무게증가 

시 U3O8 상으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라늄-니오디뮴 2상 합금의 경우 금속 우라늄에 금속 니오디뮴의 고용 

및 2차상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로 및 급냉 시편 모두 약 0.1 %의 니오

디뮴 석출물을 함유하 다. 그러나 로 냉각 시편에 비해 급냉 시편의 경우 

석출물의 크기가 작고, 비교적 균일한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라늄-니오디뮴 급냉 시편에 대한 150∼340 oC 온도범위 산화시험 결과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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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및 활성화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산화율 k= 2.92 x 107 exp(-18,641/RT) [wt%/h]

                활성화에너지 = 18.64 [kcal/mol]

    또한 우라늄-니오디뮴 급냉 시편에 대한 80∼160 oC 온도범위 산화시험

결과 산화율 및 활성화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산화율 = 1.059 x 102 exp(-8,144/RT) [wt%/h]

                활성화에너지 = 8.1 [kcal/mole]

    우라늄-니오디뮴-팔라듐 3상 합금의 경우 니오디뮴 및 팔라듐 모두 우

라늄에서 고용되는 양은 극히 적으며, 잔유량의 경우도 모두 석출물 형태로 

존재했다. 니오디뮴에 비해 팔라듐의 석출물 양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니오

디뮴의 경우 우라늄 기저금속에 골고루 분포하는 것에 반해 팔라듐은 우라

늄 금속의 입계를 따라 석출되었다. 또한 이 합금의 급냉 시편에 대한 산화

시험 결과 산화율 및 활성화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산화율 k= 10.02 x 107 exp(-19,980/RT) [wt%/h]

                활성화에너지 = 19.98 [kcal/mol]

    우라늄-지르코늄 2상 금속 모의 전환체의 경우 전체적인 미세구조는 풀

림처리가 되지 않은 급냉 주조물의 미세구조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약한 에

칭 상태에서 지르코늄 함량 5, 10 및 15 %인 시편들에서 우라늄 및 우라늄-

지르코늄 합금조직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합금의 지르코늄 함량에 

따른 산화경향은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는 산화억제 현상이 적게 나타났으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이러한 산화 억제량이 크게 증가하 다.

    다성분계 모의 금속 전환체 합금에 대한 183 ℃∼250 ℃ 온도 구간에서

의 산화율은 33 GWd/tU 시료가 250 ℃를 제외한 전 온도구간에서 가장 빠

른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50 GWd/tU 시료의 산화 경향은 순수 금속 우라늄

에 비해 183 ℃∼200 ℃와 같은 낮은 온도 구간에서는 산화속도가 빠르고, 

온도가 상승할수록 산화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을 보 다. 다성분계 모의 금속 

전환체의 전체적인 산화경향은 순수 금속 우라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온도

에서는 산화억제 현상이 크게 나타났으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산화억제 

효과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각 시편에 대한 산화율 및 활성화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497 -

    U metal     : 산화율(k)= 9.03 × 105 exp (-15,220/RT)   [wt%/h]

    U15GWd/tU : 산화율(k)=1.8 × 103 exp (-9,090/RT)    [wt%/h]

    U33GWd/tU : 산화율(k)=9.17 × 101 exp (-5,813/RT)   [wt%/h]

    U50GWd/tU : 산화율(k)=7.14 × 103 exp (-10,620/RT)   [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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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Mock-up 시험

    고온 용융염 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

환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장기간 저장하기 위한 독

자적인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제 4 장에서 기술한 

단위 요소기술들의 기초 실험을 통하여 반응성을 검증하고 반응조건을 규명

한 바 있다. 본 장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실증시험에 앞서 반응성 실험결과

를 토대로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한 mock-up 시험장치를 설계, 제

작하여 장치의 운전특성과 개선사항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실증시험용 장치의 설계자료 획득을 위한 mock-up 시험 결과에 대

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제1절  대형 로브박스

1. 개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 mock-up 시험 장치들은 Fig.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취급 대상물들이 조해성과 산화성이 큰 용융염과 금속물질들

을 취급함으로 인하여 불활성가스 분위기에서 운전되어야 하며, 그 운전 조

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대형의 폐 로브박스 내부에 공정 장치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미국의 ANL 연구소에서도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염화리튬 매질에서 

리튬금속을 이용하여 환원시키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실험실 규모의 경

우에는 고순도의 헬륨 분위기 로브박스(수분농도 < 5 ppm)에서 실험을 수

행하 으며[1], engineering 규모의 경우에는 7.6(W)×2.4(L)×2.6(H) m 의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를 이용하여 산소 및 수분의 농도를 60±40 ppm으로 

유지하 다[2-3]. 한편, 일본의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악티나이드 질화물의 용

융염 전해와 실험용 악티나이드 합금시료 제조를 목적으로 2 개의 알곤 분

위기 로브박스 및 1 개의 시료 반입용 공기 분위기 로브박스를 제작하

다[4]. 공기 분위기 로브박스의 크기는 0.9(W)×1(L)×1(H) m 이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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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의 크기는 공히 2(W)×1.2(L)×1(H) m 로, 산

소 농도는 3 ppm 이하, 이슬점 -60℃ 이하의 조건으로 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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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1. The operational flowsheet of mock-up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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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관리 공정장치의 mock-up 시험을 위해 2 개의 독

립적인 대형 로브박스를 설계하여, 제작, 설치하 다. 대형 로브박스는 

중장기 원자력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 

개발용 시험 설비로서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수송용기 안전성 시험시설 장비 

보관동 건물 내부에 설치하 으며, 핵연료 피복관 내의 펠렛을 분말로 산화

시키고, 산화된 분말을 금속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장치의 성능시험을 수행하

기 위한 설비로서, 2 개의 로브박스 및 로브박스간 시료이송 챔버, 로

브박스 내부에 설치된 공정장치의 성능시험을 위한 운전실, 필터 및 기계, 

공조 부대장치의 설치를 위한 기계실, 방사선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검사실 

및 저장실로 구성시켰다.

2. 설계 및 제작

 가. 로브박스

    차세대관리 공정장치의 mock-up 시험을 위해 2 개의 독립적인 대형 

로브박스를 설계하여, 제작, 설치하 다. Fig. 6.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건조공

기 분위기 로브박스는 공기 산화에 의한 UO2 펠렛의 분말화 및 탈피복 공

정장치의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로서, 크기는 4(W)×3(L)×5(H) m 

이며,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는 금속전환 공정장치 및 리튬금속 회수를 위

한 전기분해 공정장치의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로서, 크기는 4(W)

×4(L)×5(H) m 이다.

    로브박스의 설계 사양은 1 회 운전 후, 작업자가 투입되어 유지보수하

는 개념을 도입하여 선정하 으며, 이에 따라 운전 전에 로브박스의 내부 

분위기를 건조공기 및 알곤 가스 분위기로 치환하여야 한다. 로브박스의 

내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진공 및 가스 주입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로브박스 내부의 산소 및 수분 농도를 측정함으로서 설정 농도에 도달하

게 되면 운전을 시작한다. 따라서 로브박스는 Fig.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H-형강의 철골 구조에, 두께 6 mm의 스테인레스 판(STS-304)으로 폐시

킴으로써 진공 및 가압 상태에서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 다. 스테인레

스 판은 맞대기 이음 용접을 하고 코너 부는 절곡 가공함으로써 폐유지를 

하도록 하 으며, 스테인레스 판의 내부 면은 불순물이나 가스 등의 흡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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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소

과제명칭 SF차세대관리공정개발

Walk-in Glove Box Lay-out도면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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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 Layout of walk-in glove box.

최소화하기 위해 연마하 다.

    한편, 로브박스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000×1000×10t mm의 

polyglass 재질의 감시창을 Fig. 6.4와 같이 사각 플랜지 형태로 조립하 으

며, 진공 및 가압에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강재를 설치하 다. 이러한 

감시창은 건조공기 로브박스에 1 조,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에 2 조를 설

치하 다. Fig. 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브박스의 폐 유지를 위해 특수

하게 제작된 3 조의 폐문(gas-tight door)을 설치하 으며, 이의 설계 사양

은 상온, 2 기압의 압력 차에서 공기 누설 속도가 1 l/hr 이다. 로브박스의 

벽체를 관통하는 유틸리티 배관은 용접하 으며, 강전 및 약전 전선 인입은 

진공용 electrical feed-through를 사용, 연결함으로써 외부와의 기체 흐름을 

차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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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면-1 시공단면-3.1

            (a) Rear view                     (b) Right view

  
시공단면-2 시공단면-4

            (c) Front view                    (d) Left view

  
시공평면-2 시공평면-3.1

            (e) Base view                     (f) Top view

Fig. 6.3. H-beam structure of walk-in glove box.

    이상의 모든 제작을 완료한 후에 육안검사에 의해 제작 상태를 점검하

으며, 모든 용접 부위는 액체침투탐상을 통한 비파괴 시험을 수행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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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 및 진공 폐검사를 수행하 다. 가압 폐검사는 2 개의 로브박스 

공히 860 torr 조건에서 24 시간 경과 후, 초기 가압 압력 대비 1 % 이내의 

압력 변화를 보 으며, 진공 폐검사는 건조공기 분위기 로브박스는 660 

torr,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는 200 torr 조건에서 24 시간 경과 후, 1 torr 

이하의 진공 압력 변화를 보 다.

    

시공SAFTY

    
시공SAFTY-1

Fig. 6.4. Flange of sight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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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 Gas-tight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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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로브박스간 시료이송 챔버

    로브박스간 시료이송 챔버는 건조공기 분위기 로브박스와 알곤 분

위기 로브박스 사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건조공기 분위기 로브박스의 산

화장치로부터 생성된 U3O8 분말을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로, 그 크기는 3,025(W)×752(L)×952(H) mm 이다.

    Fig.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브박스간 시료이송 챔버는 건조공기 

로브박스 측의 투입구(350×350 mm)에서 U3O8 분말이 충전된 용기를 투

입하고 투입문을 수동으로 폐시킨 후, 진공 및 알곤 가스 주입을 5회 반복

하여 수행함으로서 챔버 내의 건조공기를 알곤 분위기로 치환하며, 이때 진

공 및 가압 상태에서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ㄱ-앵 (65×40×6t 

mm) 구조에, 벽체는 두께 6 mm의 스테인레스 판(STS-304), 상부는 두께 

20 mm의 스테인레스 판(STS-304)으로 폐하 다.

Fig. 6.6. Transport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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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건조공기 분위기 로브박스 측의 투입구는 

전기 모터에 의해 투입문이 닫힌 후에 toggle clamp 장치를 이용하여 수동

으로 폐시키나,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에는 작업자의 출입이 불가함에 따

라 원격조작에 의한 폐장치를 설치하 다.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측의 

배출구는 2 개의 전기 모터를 사용하여 하나는 배출문의 개폐에, 다른 하나

는 캠 구동에 의한 수직 하 방향으로 가스켓을 압착함으로써 챔버를 폐시

키는 것으로 Fig. 6.7과 같다.

    로브박스간 시료이송 챔버는 로브박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육안검

사에 의해 제작 상태를 점검하 으며, 모든 용접 부위는 액체침투탐상을 통

한 비파괴 시험을 수행하 고, 가압 및 진공 폐검사를 수행하 다. 가압 

폐검사는 860 torr 조건에서 24 시간 경과 후, 초기 가압 압력 대비 1 % 

이내의 압력 변화를 보 으며, 진공 폐검사는 150 torr 조건에서 24 시간 

경과 후, 1 torr 이하의 진공 압력 변화를 보 다.

구매품

흑염처리

흑염처리

흑염처리

흑염처리

흑염처리

흑염처리

흑염처리

흑염처리

흑염처리

흑염처리

흑염처리

열처리수량 재질

흑염처리

흑염처리

표면처리 비고

Fig. 6.7. Door assembly of transport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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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요 장비

    로브박스의 주요 장비로는 건조공기 분위기 로브박스 내부에 수동

으로 조작되는 monorail hoist,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및 로브박스간 시

료이송 챔버 내부에 원격조작에 의한 telescopic crane 및 transport cart가 

있으며, 기타 기계공조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1) Monorail hoist

     건조공기 분위기 로브박스 내에서 수동으로 조작하여 U3O8 분말 수

집용기를 취급할 수 있는 설비로, 최대 취급하중은 1 ton이며, U-자 형태의 

monorail을 타고 움직인다. Fig. 6.8에 설치 사진을 수록하 으며, 설계 사양

을 Table 6.1에 나타내었다.

Fig. 6.8. Photograph of monorail ho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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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Specification of monorail hoist

Type(형식) 1 Ton×T.L 7.6M MONORAIL HOIST

 Quantity(수량)  1 대

 Rated Load(정격하중)  1 Ton

 Testing Load(시험하중)  1.25 Ton

 Lift(양정)  4.0 M

Speed

(속도)

 Hoisting(권상) 5/1.25  M/MIN 1.0/0.25KW × 2/8P

 Traversing(횡행) 20/5    M/MIN 0.25/0.065KW × 2/8P

Brake

 Hoisting(권상)  D.C Magnet Disc Brake

 Traversing(횡행)  D.C Magnet Disc Brake

 주위온도(Max.)  45℃

Power

Source

(전원)

 Power(동력)  AC.3φ 440V 60Hz

 Control(조작)  AC.1φ 220V 60Hz

 Control Mode(운전방식)  By pendant pushbutton

 Buffer Type  Rubber

 Load Chain 종류  φ5 × P15 × 2 Falls

Rail  Traversing(횡행)  I- 250 × I25 × 7.5t

Power 

System

(급전방식)

 Traversing(횡행)  Trolley Bar

 Rating(정격)  15 MIN

 Location(설치장소)  ■ In Door       □ Out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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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elescopic crane

     Telescopic crane은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내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U3O8 분말 및 염화리튬, 리튬금속과 같은 금속전환 반응에 요구되는 시료를 

금속전환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 최대 취급하중은 1 ton이며, Table 

6.2의 설계 사양을 갖는 overhead crane의 hoist 하부에 장착되어 상하 이동

을 한다.

    Fig. 6.9의 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overhead crane 하부의 상하이동 장

치는 link 구조로 제작, 설치함으로써 telescopic 실린더를 사용할 경우에 발

생되는 상하이송 양정의 제한성을 극복하 으며, overhead crane의 hoist 

wire와 함께 상하 이동을 한다. 한편, 상하 이동 장치의 하부에는 시료 용기

를 파지하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전기모터의 기어 구동에 의한 위치제어

로 파지하며, 파지된 용기는 금속전환장치 상부의 hopper로 이동되어 180°

회전함으로써 내부의 시료를 금속전환장치에 공급한다.

Fig. 6.9. Telescopic crane and transport c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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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Specification of overhead crane

Type(형식) 1 Ton×Span 3.5M Hoist Crane

 Quantity(수량)  1 대

 Rated Load(정격하중)  1 Ton

 Testing Load(시험하중)  1.25 Ton

 Span(주행 Rail 중심거리)  3.5 M

 Lift(양정)  2.5 M

 Girder(형식)  H-Beam

Speed

(속도)

 Hoisting(권상) 5  M/MIN 1.8 KW × 8P

 Traversing(횡행) 16 M/MIN 0.5 KW × 6P

 Travelling(주행) 16 M/MIN 0.5 KW × 6P-2 Units

Brake

 Hoisting(권상)  D.C Magnet Disc Brake

 Traversing(횡행)  D.C Magnet Disc Brake

 Travelling(주행)  D.C Magnet Disc Brake

 주위온도(Max.)  45℃

Power

Source

(전원)

 Power(동력)  AC.3φ 440V 60Hz

 Control(조작)  AC.1φ 220V 60Hz

 Control Mode(운전방식)  Remote Control

 Buffer Type  Rubber

 Wire Rope 종류  (6×37) φ8 × 4 Falls

Rail
 Traversing(횡행)  15 KG/M

 Travelling(주행)  15 KG/M

Power

System

(급전방식)

 Traversing(횡행)  Festoon Type

 Travelling(주행)  Festoon Type

 Rating(정격)  30 MIN

 Location(설치장소)  ■ In Door       □ Out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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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ransport cart

     Transport cart는 건조공기 분위기 로브박스에서 생성된 U3O8 분말

을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로, 로브박스간 시료이송 

챔버 내부에 설치하 으며, 원격조작에 의한 전기 구동을 함으로써 수평 이

동 및 상하 운동을 한다. Fig. 6.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transport cart는 최

대 취급하중이 약 100 kg으로, 로브박스간 시료이송 챔버 바닥의 이송용 

rail을 타고 수평 이동을 하며, U3O8 분말 수집용기의 투입구 및 배출구의 중

앙에 정지하도록 하기 위해 limit switch를 사용하 다. 정지된 transport 

cart는 guide rail을 타고 수직 이동을 하며, 이송 양정은 600 mm 이다.

    한편, U3O8 분말 수집용기가 상승된 상태에서 로브박스간 시료이송 챔

버의 투입구 또는 배출구 폐문의 작동 등, 오작동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transport cart의 상하이동 모터의 하강 limit switch가 작동할 경

우에만 폐문 및 transport cart의 수평이동이 동작되도록 하 으며, 투입구 

또는 배출구 측의 limit switch가 작동할 경우에만 transport cart의 상하이동

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안전장치를 부가하 다.

TUNNE & LIFT ASS"Y

도장처리

도장처리

흑염처리

흑염처리

흑염처리

흑염처리

도장처리

흑염처리

표면처리

지지대

수량 재
질

열처리

구매

구매

구매

구매

구매

비고

Fig. 6.10. Transport c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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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계 공조 부대시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장치의 mock-up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로브박스의 내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공시스템, 건조공기 공급시스

템, 알곤 공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필터 시스템 등을 Fig. 6.11과 같이 기계실

에 설치하 으며, 이에 대한 P&ID를 Fig. 6.12에 나타내었다.

    Fig. 6.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배관 자재는 STS-304 재질을 사용

하 으며, 건조공기 및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는 4 in. 배관, 로브박스간 

시료이송 챔버는 2 in. 배관을 설치하고 토출용량 7,500 l/min의 진공펌프

(CV-1)를 이용하여 진공을 걸어준다. 로브박스 및 시료이송 챔버는 센서

에서 감지되는 압력 정보로부터 압력조절기(Konic사, KP-5500)의 상한 및 

하한 접점을 이용, 입력된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배관 중의 조절밸브가 개폐

됨으로써 압력이 조절된다.

 

Vacuum pump

Air compressor
and drier

Dry air tank

Main filter unit

Process filter unit

Fig. 6.11. Photograph of machinery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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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2. P & I Diagram of walk-in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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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오염된 공기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브박스와 진공펌

프 사이에 1,200(L)×700(W)×700(H) mm 규격의 filter unit을 설치하 으며, 

filter unit은 집진효율 50 %의 pre-filter(610×610×50 mm)와 집진효율 

99.97 %의 HEPA filter(610×610×292 mm)로 구성하 다.

    건조공기 공급시스템은 공기 압축기 및 건조기, 저장용량이 2000 l인 압

축공기 저장탱크로 구성되어 3 in. 배관을 통해 건조공기 분위기 로브박스

로 공급되며, 1/2 in. 배관을 통해 공압 actuator에 의해 개폐되는 각종 조절

밸브로 공급된다. 공기 압축기의 용량은 400 l/min으로 토출 압력이 8 kg/㎠

이며, 소비전력이 0.28 kW인 건조기가 장착된 무급유식으로 고장을 대비하

여 2 대를 설치하 다.

    알곤 가스 공급시스템은 Fig. 6.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6 l 용량의 액

체 알곤 통 3 개를 설치하여 번갈아 사용함으로써 알곤 가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하 으며, 액체 알곤의 기화용량이 40 ㎥/hr인 기화기(Fig. 6.14)

에서 기화된 알곤 가스는 2 in. 배관을 통해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및 

로브박스간 시료이송 챔버로 공급된다.

     

     Fig. 6.13. Manifold of argon bomb.        Fig. 6.14. Vaporizer of

                                                       liquefied ar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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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ck-up 시설의 저장실에는 염화리튬 및 리튬금속을 취급하기 위한 시

료준비 로브박스를 Fig. 6.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작, 설치하 으며, 이 

설비로부터 Fig. 6.16의 용기에 봉, 포장된 염화리튬 및 리튬금속은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내부로 이송한 후에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를 폐하고 

알곤 분위기를 조성한다. Fig. 6.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료 포장용기의 하

부에는 바퀴를 장착하여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전면의 특수하게 제작된 

로브 port를 이용, 취급이 용이하게 하 으며, 시료 용기 상부의 밸브를 제

거하고 telescopic 크레인 하부에 장착된 시료용기 파지 장치로 잡는다. 파지

된 용기를 금속전환장치 상부의 hopper로 이동시켜 180°회전함으로써 내부

의 시료를 금속전환장치에 공급한다.

    시료준비 로브박스의 규격은 1,200(W)×600(D)×900(H) mm로, 두께 

8 mm의 스테인레스 판 및 보강대를 사용하여 가압 및 진공에 변형되지 않

도록 하 으며, 로브에 의한 내부의 작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면 및 

후면에 감시창(재질: polyglass)을 설치하 다. 로브박스 내부의 알곤 분위

기 조성을 위해 로브박스 측면의 시료 투입구를 통해 염화리튬 및 리튬 

시약병을 투입하고 폐한 후에 진공(350 torr) 및 알곤 가스 주입에 의해 

산소 및 수분의 함량을 일정 농도 이하로 유지한다. 금속전환 반응에 소요되

는 염화리튬 및 리튬금속은 로브박스 내에서 계량하여 로브박스 하단의 

시료 용기에 봉, 포장한다.

 

Fig. 6.15. Glove box for preparation of reac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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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6. Reactant can.

3. 운전방법 및 결과

  차세대관리공정은 공기 산화에 의한 UO2 펠렛의 분말화 및 탈피복 공정, 

리튬금속에 의한 산화우라늄의 금속전환 공정, 리튬금속 회수를 위한 전기분

해 공정으로 구성되며, 차세대관리 공정장치의 mock-up 시험을 위해 2 개의 

독립적인 대형 로브박스를 설계하여, 제작, 설치하 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모든 용접 부위는 액체침투탐상을 통한 비파괴 시험을 수행하 고, 가

압 및 진공 폐검사를 수행한 결과, 검사 기준을 만족하 다.

    Fig. 6.1의 차세대관리 공정장치의 운전계통도 및 로브박스와 기계실

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시운전 결과를 토대로 로브박스 내부의 건조공기 

및 알곤 분위기 조성 방법, 건조공기 분위기 로브박스의 monorail hoist, 

로브박스간 시료이송 챔버,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의 telescopic crane, 금

속전환 장치에 공급되는 LiCl 및 Li 시료준비 로브박스 등의 운전절차서를 

Table 6.3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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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of walk-in glove box

한국원자력연구소
운 전 절 차 서

(대형 로브박스)

수정번호(작성일): Rev-0(1999.10.30)

Page : 1/7

 1. 개요

     대형 로브박스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 개발용 시험 설비

로서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수송용기 안전성 시험시설 장비 보관동 건

물 내부에 설치하 으며, 핵연료 피복관 내의 펠렛을 분말로 산화시키

고, 산화된 분말을 금속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장치의 성능시험을 수행

하기 위한 설비로서, 2 개의 로브박스 및 로브박스간 시료이송 챔

버, 로브박스 내부에 설치된 공정장치의 성능시험을 위한 운전실, 

filter 및 기계, 공조 부대장치의 설치를 위한 기계실, 방사선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검사실 및 저장실로 구성된다.

 2. 안전예방조치

    1) 작업자는 출입구의 신발장에 비치된 신발로 갈아 신고 출입하며, 

출입구역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TLD badge를 착용한다.

    2) 작업자는 작업 조건에 따라 일회용 비닐장갑, 마스크, 헬멧, 일회

용 전신보호의, 덧신, air gun, 공기호흡기 등의 적절한 안전공구

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를 폐하기 전에 전기 또는 공압에 의해 

작동되는 구동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4)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및 로브박스간 시료이송 챔버의 초기 

알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진공도는 250 torr로, 여하한 경우에도 

250 torr 이하의 값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반응이 종료된 후에 금속전환 장치 및 전기분해 장치의 유지보수

를 위해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내부로 작업자가 진입할 경우에

는 압축공기로 5회 이상 purge한 후에 산소측정기로부터 로브박

스 내의 산소농도를 확인한 후에 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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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of walk-in glove box(continued)

한국원자력연구소
운 전 절 차 서

(대형 로브박스)

수정번호(작성일): Rev-0(1999.10.30)

Page : 2/7

 3. 운전방법

   1) 건조공기 분위기 로브박스로 작업자가 진입, monorail hoist를 이

용하여 일정 길이로 절단된 UO2 펠렛을 공기 산화장치에 공급한다

(공기 산화장치의 운전절차서 참조).

   2) 건조공기 로브박스를 건조공기 분위기로 조성한다.

     i) 건조공기 분위기 로브박스와 운전제어실 사이의 gas-tight door

를 폐한다.

     ii) 제어판넬(Fig. GB-1)의 1번 압력조절기를 660 torr(SP), 4번 압력

조절기를 759 torr(SP)로 설정한다.

     iii) 진공펌프(CV1) 및 진공 배관 중의 배출밸브(CV-AIR)의 선택 

스위치를 자동 mode로 전환하여 로브박스의 내부를 진공 상

태로 하며, 로브박스 내부의 압력이 660 torr에 도달되면 1번 

압력조절기에 의해 진공펌프의 작동이 중지되고 배출밸브가 자

동으로 차단된다.

     iv) 진공펌프(CV1) 및 진공 배관 중의 배출밸브(CV-AIR)의 선택 

스위치를 수동 mode로 전환한다.

     v) 압축공기 저장탱크 밸브(AIR-CYL) 및 건조된 압축공기 배관 중

의 공급밸브(SV-AIR)의 선택 스위치를 자동 mode로 전환하여 

건조공기를 공급하며, 로브박스 내부의 압력이 759 torr에 도달

되면 4번 압력조절기에 의해 공급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vi) 압축공기 저장탱크 밸브(AIR-CYL) 및 건조된 압축공기 배관 중

의 공급밸브(SV-AIR)의 선택 스위치를 수동 mode로 전환한다.

     vii) iii)-vi) 과정을 5회 반복한다.

   3) 공기 산화장치의 운전절차서에 따라 UO2 펠렛의 분말화 및 탈피복 

공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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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of walk-in glove box(continued)

한국원자력연구소
운 전 절 차 서

(대형 로브박스)

수정번호(작성일): Rev-0(1999.10.30)

Page : 3/7

   4) 공기 산화장치의 운전이 종료되면, 건조공기 분위기 로브박스로 

작업자가 진입, monorail hoist를 이용하여 산화장치 하부의 U3O8 

분말 수집용기를 로브박스간 시료이송 챔버에 설치한다.

     i) 기계장치 제어판넬의 전원을 공급하고, [운전준비] push button을 

누른다.

     ii) [투입도어 열림] push button을 눌러 건조공기 분위기 로브박

스측의 로브박스간 시료이송 챔버의 폐문을 개방한다. 이때 

투입도어의 개폐는 전기모터에 의해 작동되며, limit 스위치에 의

해 모터의 작동이 중단된다.

     iii) [챔버 상승] push button을 눌러 transport cart를 상승시킨다. 이

때 transport cart는 전기모터에 의해 작동되며, limit 스위치에 

의해 모터의 작동이 중단된다.

     iv) U3O8 분말 수집용기를 transport cart에 설치한다.

     v) [챔버 하강] push button을 눌러 transport cart를 하강한다.

     vi) [투입도어 닫힘] push button을 눌러 로브박스간 시료이송 챔

버의 폐문을 닫는다.

   5) LiCl 및 Li을 시료 공급용기에 봉, 포장한다.

     i) 시료준비 로브박스에 금속전환 반응에 요구되는 양의 LiCl 시약

병을 투입하고 시료 투입구를 폐한다.

     ii)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시료준비 로브박스 내부를 진공(약 350 

torr)으로 걸어준 후에 알곤 bomb로부터 알곤을 공급한다. 이 작

업은 시료준비 로브박스 내부의 산소 및 수분이 설정 농도 이

하가 될 때까지 반복한다.

     iii) 시료준비 로브박스 하단에 시료 공급용기를 설치하고 시료 공

급용기의 밸브를 개방한다.



- 521 -

Table 6.3.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of walk-in glove box(continued)

한국원자력연구소
운 전 절 차 서

(대형 로브박스)

수정번호(작성일): Rev-0(1999.10.30)

Page : 4/7

     iv) 진공 및 알곤 공급(5회)에 의해 시료 공급용기 내부를 알곤 분위

기로 조성한다.

     v) 시료준비 로브박스 하단의 밸브를 개방하고 시료 공급용기에 

LiCl을 계량, 투입한다.(시료 공급용기의 용량: 약 10 kg LiCl)

     vi) 금속전환 반응에 요구되는 양이 될 때까지 iii)-v) 작업을 반복하

여 수행한다.

     vii) Li에 대해 i)-vi) 작업을 수행한다.(시료 공급용기의 용량: 약 2 

kg Li)

   6) 봉, 포장된 LiCl 및 Li 공급용기를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내부

로 이송한다.

   7) 금속전환장치 및 Li 회수를 위한 전기분해장치 사이의 용융염 저장

탱크에 약 1.5 kg의 LiCl을 투입한다. 로브박스 내부를 알곤 분위

기로 조성하는 동안에 투입된 LiCl은 용융염 저장탱크 및 하부의 

경사진 배출관을 LiCl의 용융점 이상으로 가열한 후 냉각하여 용융

염 배출관을 폐한다.

   8) 건조공기 분위기 로브박스와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사이의 

gas-tight door 및 감시창 하부의 glove port를 폐한다.

   9)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의 내부를 알곤 분위기로 조성한다.

     i) 제어판넬의 3번 압력조절기를 250 torr(SP), 6번 압력조절기를 

759 torr(SP)로 설정한다.

     ii) 진공펌프(CV1) 및 진공 배관 중의 배출밸브(CV-ARGON)의 선

택 스위치를 자동 mode로 전환하여 로브박스의 내부를 진공 

상태로 하며, 로브박스 내부의 압력이 250 torr에 도달되면 3번 

압력조절기에 의해 진공펌프의 작동이 중지되고 배출밸브가 자동

으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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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진공펌프(CV1) 및 진공 배관 중의 배출밸브(CV-ARGON)의 선

택 스위치를 수동 mode로 전환한다.

     iv) 알곤 실린더 밸브(ARGON-CYL) 및 알곤 배관 중의 공급밸브

(SV-ARGON)의 선택 스위치를 자동 mode로 전환하여 알곤 가

스를 공급하며, 로브박스 내부의 압력이 759 torr에 도달되면 

6번 압력조절기에 의해 공급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v) 알곤 실린더 밸브(ARGON-CYL) 및 알곤 배관 중의 공급밸브

(SV-ARGON)의 선택 스위치를 수동 mode로 전환한다.

     vi)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내부의 산소 및 수분이 설정 농도 이하

가 될 때까지 ii)-v) 과정을 반복한다.

   10) 로브박스간 시료이송 챔버 내부를 알곤 분위기로 조성한다.

      i) 제어판넬의 2번 압력조절기를 250 torr(SP), 5번 압력조절기를 

759 torr(SP)로 설정한다.

      ii) 진공펌프(CV1) 및 진공 배관 중의 배출밸브(CV-TRANS)의 선

택 스위치를 자동 mode로 전환하여 로브박스간 시료이송 챔

버의 내부를 진공 상태로 하며, 챔버 내부의 압력이 250 torr에 

도달되면 2번 압력조절기에 의해 진공펌프의 작동이 중지되고 

배출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iii) 진공펌프(CV1) 및 진공 배관 중의 배출밸브(CV-TRANS)의 선

택 스위치를 수동 mode로 전환한다.

      iv) 알곤 실린더 밸브(ARGON-CYL) 및 알곤 배관 중의 공급밸브

(SV-TRANS)의 선택 스위치를 자동 mode로 전환하여 알곤 

가스를 공급하며, 로브박스간 시료이송 챔버 내부의 압력이 

759 torr에 도달되면 5번 압력조절기에 의해 공급밸브가 자동으

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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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알곤 실린더 밸브(ARGON-CYL) 및 알곤 배관 중의 공급밸브

(SV-TRANS)의 선택 스위치를 수동 mode로 전환한다.

      vi) ii)-v) 과정을 5회 반복한다.

   11)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감시창 하부의 glove port를 개방하고 

LiCl 공급용기의 밸브를 제거한 후, telescopic crane 및 crane 하

부에 장착된 시료 공급용기 파지장치에 의해 금속전환 반응기에 

LiCl을 공급한다.

   12) 금속전환 반응기를 가열한다.

   13) 반응온도에 도달하면 금속전환 반응기의 교반기를 작동하고, U3O8 

분말을 공급한다.

      i) 로브박스간 시료이송 챔버의 [이송 CON 우이동] push button

을 눌러 U3O8 분말 공급용기가 배출도어하부에위치하도록한다.

      ii) [배출도어 열림] push button을 눌러 배출도어를 개방한다.

      iii) [챔버 상승] push button을 눌러 U3O8 분말 공급용기를 상승시

킨다.

      iv) Telescopic crane 및 crane 하부에 장착된 시료 공급용기 파지

장치에 의해 금속전환 반응기에 U3O8 분말을 공급한다.

      v) [챔버 하강] push button을 눌러 transport cart를 하강시킨 후, 

[배출도어 닫힘] push button을 눌러 배출도어를 닫는다.

   14)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감시창 하부의 glove port를 이용하여 Li 

공급용기의 밸브를 제거한 후, telescopic crane 및 crane 하부에 

장착된 시료 공급용기 파지장치에 의해 금속전환 반응기에 Li을 

공급한다.

   15) 금속전환장치 및 리튬 회수를 위한 전기분해장치의 운전절차서에 

따라 운전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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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CV1   PB1   PB2

CV-AIR

CV-ARGON
CV-TRANS

SV-AIR

SV-ARGON

SV-TRANS

ARGON-CYL

AIR-CYL

SPARE

구분 품명 수량 규격 및 기능

 1 KP 5500  1  IN: 4-20mA, OUT: SPDT, AIR-CELL-VACUUM

 2 KP 5500  1  IN: 4-20mA, OUT: SPDT, TRANS-CELL-VACUUM

 3 KP 5500  1  IN: 4-20mA, OUT: SPDT, ARGON-CELL-VACUUM

 4 KP 5500  1  IN: 4-20mA, OUT: SPDT, AIR-CELL-PIC

 5 KP 5500  1  IN: 4-20mA, OUT: SPDT, TRANS-CELL-PIC

 6 KP 5500  1  IN: 4-20mA, OUT: SPDT, ARGON-CELL-PIC

 7 유량조절계  2  AIR 및 ARGON 공급유량계 각 1 EA

 8 선택 S/W 12  수동/자동 선택 스위치

 9 PBL-S/W 12  수동시 기동 스위치

10 PBL-S/W 12  수동시 정지 스위치

11 표시램프 32  장비의 기동/정지 표시램프

Fig. GB-1. Control panel of walk-in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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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브박스 내부의 알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운전 결과를 Table 6.4에 

수록하 으며, Table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공 및 알곤 purge를 11 회 

반복하여 수행한 결과, 로브박스 내부의 산소 농도를 700 ppm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기계실에 설치한 토출용량 7,500 l/min의 진공펌프에 의해 로브박스 

내부 압력이 대기압으로부터 250 torr가 될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은 13∼14 

분이 소요되었으며, 알곤 가스 공급에 의해 750 torr가 될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은 약 50 분이 소요되었다. 알곤은 액체 알곤 용기의 자체 내부 압력에 

의해 기화기에 공급되어 기화되며, 기화된 알곤 가스는 배관 중의 압력조절

기의 1차 압력을 7 kg/cm2, 2차 압력을 1 kg/cm2으로 조절하여 2 in. 배관을 

통해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로 공급된다. 한편,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내

부의 금속전환 장치, 리튬금속 저장탱크 및 알곤 가스의 공압에 의해 구동되

는 knife valve, vibrator 등에 공급되는 알곤 가스의 공급 배관은 1 in. 파이

프를 사용하 으며, 배관 중의 압력조절기의 1차 압력을 7 kg/cm2, 2차 압력

을 6 kg/cm
2으로 조절하여 buffer 탱크에 공급되어 각 분기관을 통해 알곤 

가스를 공급한다.

    금속전환 반응기 및 리튬금속(전기분해장치로부터 회수) 저장탱크 내부

로 20 l/min의 알곤 가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알곤 분위기 로브박

스 내부의 알곤 분위기를 효율적으로 조성하도록 하 으며, 알곤 가스의 공

급유량은 고온 용융염 이송시스템 제어판넬의 유량조절계에 의해 조절된다. 

한편, 알곤 가스의 공압에 의해 구동되는 knife valve 및 vibrator에 공급되

는 알곤 가스의 공급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 buffer 탱크로부터 분기되는 공

급관에 압력조절기를 설치하 으며, knife valve의 작동시에는 2 kg/cm
2, 

vibrator의 작동시에는 6 kg/cm2으로 설정한다.

    Table 6.4 및 Fig. 6.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곤 분위기 조성 초기(3회 

알곤 purge)에는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내부의 산소 농도가 이론 값에 근

접하게 감소하나, 산소 농도가 희박해짐에 따라 산소 농도의 감소량은 둔화

된다. 한편, 로브박스 내부의 산소 농도가 약 2,000 ppm 이하의 경우에 대

해 진공도에 대한 산소 농도의 변화량을 측정한 결과, 산소 농도의 감소량은 

진공도에 큰 향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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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4. Argon environment control of argon box

Argon purge

(회)

시각

(H:M)

경과시간

(min)

내부압력

(torr)
산소농도

1
2000.7.5  15:10 317

         15:45 35 749 7%

2

2000.7.6  14:06 758 6.33%(下), 6.91%(上)

         14:19 13 250

         15:10 51 755 2.33 %

3

2000.7.11 13:40 2.35%(下), 2.36%(上)

         13:53 13 250

         14:44 51 750 0.85 %

4

         15:02

         15:16 14 250

         16:01 45 750 3,480 ppm

5

         16:17

         16:31 14 250

         17:20 49 750 1,833 ppm

6

2000.7.12 09:44 748 2,740 ppm

         09:57 13 250

         10:44 47 1,440 ppm

7

         10:55

         11:09 14 250

         12:03 54 750 1,160 ppm

8

         15:04 1,650 ppm

         15:15 11 300

         15:51 36 754 1,085 ppm

9

         16:15

         16:20  5 500

         16:39 19 754  920 ppm

10

2000.7.13 09:37 1,010 ppm

         09:41  4 500

         10:05 24 755  800 ppm

11

         11:51

         11:58  7 500

         12:25 27 755  7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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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7. Effect of argon purge on oxygen concentration

                  in the argon atmosphere glove box.

    이와 같은 결과는 로브박스 내부 기체의 균일하지 못한 혼합에 의한 

현상으로 사료되며, 진공 및 알곤 가스 purge에 의한 일정 농도 이하의 산소 

및 수분의 알곤 분위기 조성은 한계가 있는 관계로 향후 실증시설의 설계시

에는 내부 분위기 기체의 순환에 의한 정제시스템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미국의 ANL 연구소에서는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내의 산소 및 

수분의 향 이외에 질소에 의한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금속전환체의 전

환율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3].

    3Li + 1/2N2 → Li3N    at room temperature and above          (6.1)

    xU + yN2 → UxN2y    at 500℃ and above                     (6.2)

    반응식 (6.2)에 의해 생성되는 질화우라늄 화합물은 UN, U2N3, UN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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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반응식 (6.1)에 의해 생성된 질화리튬은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질화

우라늄을 생성한다.

    4Li3N + 3UO2 → UN + U2N3 + 6Li2O                           (6.3)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한 실증시설의 설계

시에는 산소 및 수분의 정제시스템과 아울러 질소의 제거를 위한 시스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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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기산화 장치

1. 개요

  사용후핵연료의 탈피복은 운전 방식에 따라 습식법과 건식법으로 분류하

며 건식법을 좀더 세분화하면 화학적 방법과 기계적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

다. 화학적 탈피복은 적절한 화학 반응물과 연료 물질 또는 피복관 재료와의 

화학반응을 기초로 하여 탈피복을 완성시키며 기계적 탈피복은 도구를 사용

한 물리적 힘에 의해 피복관을 제거하는 원초적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탈피복 장치는 제 2 장의 기술 현황 분석에서 소개

한 여러 가지 방법의 건식 탈피복 방법 중에서 공기 산화법(Voloxidation)을 

모체로 사용후핵연료의 탈피복/분말화가 일체 장치 내에서 이룩되도록 한 독

창적인 장치를 특징으로 하며 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원전연료봉으로부터 UO2 펠렛과 피복관을 서로 분리하기 위해 원통형의 

수직 반응기 내부에 수직 스크류를 장착하고, UO2의 산화반응에 요구되는 

반응열을 공급하기 위해 반응기 외부에 역시 원통형의 가열로를 설치한 장

치로서, 수직 스크류의 날개는 일정한 피치로 구멍이 난 다공판을 이용하

으며, 스크류 축의 구동은 정,역 회전 및 회전속도를 가변할 수 있는 모터로

부터 전달되어 반응기 내부에 충전된 물질의 상하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하 다.

    즉, 원전연료봉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반응기에 충전한 후, 지르칼

로이(Zircaloy) 피복관 내의 UO2 펠렛을 공기 분위기에서 약 500℃로 가열함

으로써 U3O8 분말로 산화시키고, 산화된 U3O8 분말은 스크류 날개의 구멍 

및 반응기와 스크류 날개의 사이로 자유낙하에 의해 수집용기에서 수집되며, 

비어 있는 피복관은 수직 스크류에 의해 위 방향으로 상승되어 반응기 상단

의 출구를 통해 배출시킴으로써, 원전연료봉으로부터 UO2 펠렛의 탈피복 공

정 및 산화 분말과 피복관의 분리 공정을 하나의 반응기에서 반연속식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이다.

2. 설계 및 제작

  공기산화 장치는 절단된 피복관 내의 UO2 펠렛의 분말화 및 탈피복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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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성능시험을 위한 것으로 설계용량은 20 kg-U/batch이며, 건조공기 

분위기 로브박스 내에 설치하 다. 이 장치는 Fig. 6.18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주 반응기, 산화에 요구되는 건조공기 공급시스템, U3O8 분말 수집용기 

및 피복관(hull) 수집용기 취급시스템, 주입되는 공기에 비말동반되는 미세한

U3O8 분말을 회수하기 위한 시스템(sintered metal filter, fan)으로 구성된다.

 가. 반응기

    반응기는 Fig. 6.19 및 Fig. 6.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에스크류가 

장착된 파이프를 수직으로 설치하고, 반응기 외부에는 가열로를 설치하 으

며, UO2 펠렛의 공급 시스템과 분말화된 U3O8 및 hull의 배출시스템으로 구

성하 다.

Chopped
Fuel
Storage
Tank

DRY AIR VESSEL

DPI
  1

###
###
###
###
###
###

RIC
  1

COMPRESSOR

OIL TRAP

MOISTURE ABSOR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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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METER

SF POWDER TANK

SINTERED METAL FILTER

RI FILTER

BLOWER

HULL RECEIVING TANK

To Metalliz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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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I
  1

FIC
  1

PIC
  1

LC
 1

TIC
  1

Fig. 6.18. P & I diagram of voloxid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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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9. Photograph of voloxidizer.

Fig. 6.20. Main reactor of voloxid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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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 반응기

     반응기는 8 in. 파이프(재질 STS-316L, Sch. No. 40)를 수직으로 설치

하 다. 반응기 상단부는 KS Standard 8 in., 10 kgf 규격의 플랜지(재질: 

STS-316L)로 체결하 으며, U3O8 분말 수집용기와 연결되는 반응기 하단부

에는 정 하게 가공된 경사진 형태의 연결부를 설치하 다.

    분말 수집용기 연결부는 Fig. 6.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기와의 접속 

부위는 8 in. 파이프의 외경(216.3 mm)과 같이 가공하며, 분말 수집용기(Fig. 

6.22)와 연결되는 부위의 내경은 76 mm로 하고 분말 수집용기와의 접촉면은 

수직선 대비 45°의 경사면을 갖도록 내측을 정 하게 선반 가공하 다. 한

편, 반응기 온도지시를 위한 열전대는 CA 열전대를 사용하 으며, 스크류 

하단부와 공기주입관 사이 위치의 반응기 옆면에 구멍을 내어 1/2 in. tube

(재질: STS-316L, 길이: 30 mm)를 반응기 축에 수직상으로 용접하 다.

Fig. 6.21. Product can adaptor of main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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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수집 CAN

Fig. 6.22. Product can.

  (2) 스크류

     반응기 내부의 스크류(재질: STS-316L, 두께: 3 mm)는 직경 4 mm의 

구멍을 pitch 6 mm로 타공한 타공판을 사용하 으며, 스크류의 직경은 190 

mm(반응기 내경과의 clearance: 4.95 mm), 스크류 pitch는 180 mm로 하

다. 스크류의 최 하단부는 hull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직판 및 수평의 타

공판을 설치하 다. 스크류 축(재질: STS-316L)은 1½ in. 파이프(Sch. No. 

80)를 사용하되 모터의 회전축으로부터 편심되지 않도록 하 으며, 반응기 

상단부에는 베어링으로 스크류 축을 지지하고 반응기 하단부에서는 bushing

을 사용하여 축의 흔들림을 방지하 다.

    이때 bushing은 반응기 원주 방향으로 90°간격으로 네 군데 지점에서 

1 in. 파이프를 용접, 고정하 으며, 네 군데 중 하나는 열전대의 설치 방향

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주입관 및 열전대의 설치 방향이 일치하도록 

하 다. 산화반응에 요구되는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서 bushing을 고정하기 



- 534 -

위한 네 개의 1 in. 파이프를 서로 관통시키고, 낙하하는 U3O8 분말에 의해 

공기 주입 노즐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쪽 방향으로 5 mm의 등간격

으로 직경 2 mm의 구멍을 내었다. 또한, 자유낙하하는 분말이 bushing의 수

평면에 체류되거나, 스크류 축과 bushing 사이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bushing의 직경보다 큰 cone을 스크류 축에 설치하 으며, 축의 끝 부분은 

폐, 용접하 다.

    한편, 스크류 회전을 위한 모터는 최대 회전수 1,800 rpm의 AC 3상 모

터(440V, 2 마력)를 사용하여 정역 운전 및 회전수를 가변할 수 있도록 하

으며, 1:3 비율의 감속기를 설치하고, 1:1 베벨기어를 이용하여 모터의 수평

회전 방향을 스크류 축의 수직회전 방향으로 전환한다.

  (3) 가열로

     가열로는 반응기 내부의 온도를 최대 600℃로 가열하여야 하며, 반원 

형태의 두 부분으로 분리되는 구조로 가열로를 관통하는 배관(연료봉 주입관

-5 in. 파이프, hull 배출관-3 in. 파이프, 온도지시 열전대 설치관-1/2 in. 

tube, 공기주입관-1 in. 파이프)은 분리되는 면을 이용하 다. 가열로의 온도

는 스크류 축(1½ in. 파이프) 내부의 열전대에 의해 제어하며, 반응기의 수

직상의 온도구배를 측정하기 위해 열전대의 설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 다.

  (4) UO2 펠렛 공급시스템

     UO2 펠렛 공급시스템은 펠렛 주입 hopper, 펠렛 공급관(5 in. 파이프), 

butterfly 밸브 및 공기압 실린더로 구성하 다. 펠렛 주입 hopper(재질: 

STS-316L)는 펠렛 공급관에 butterfly 밸브와 함께 플랜지(KS Standard, 5 

in., 10 kgf)를 이용하여 체결되며, butterfly 밸브는 공압을 이용한 actuator

에 의해 개폐된다. 한편, 반응이 종료된 후, 수직 스크류에 의해 상승되는 

hull이 펠렛 공급관과 스크류 날개 사이에 끼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

기압 실린더의 축에 반응기 원주면과 동일하게 가공된 플러그를 설치하 다.

  (5) hull 분리 및 배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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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ll의 배출 시에 반응기에서 미처 분리되지 않은 분말을 회수하기 위

해 Fig. 6.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간에 baffle 사이클론을 설치하 으며, 바

닥면에 경사진 타공판(타공 직경 4 mm, pitch 6 mm)을 원주 방향으로도 경

사지게 설치하여 hull을 용이하게 배출함으로서 마지막에 설치된 hull 수집용

기에서 hull을 수집하고, 분말은 분말 수집용기에서 수집한다. 이때 수집용기

와의 연결은 앞서 기술한 주 반응기에서와 같은 개념의 분말 수집용기 연결

부를 설치하 다.

 나. 수집용기 취급시스템

    수집용기 취급시스템은 Fig. 6.23 및 Fig. 6.24에서 보는 바와 공기압실

린더에 의해 전후 이동 및 상하 운동을 하며, Fig. 6.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기 하부에 위치한다. Fig. 6.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집용기 취급시스템

은 분말 수집용기 2 개와 hull 수집용기 1 개씩 2 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대

차 구조로 되어 있어 하부에 설치된 rail을 따라 전후 이동(행정: 350 mm)을 

하고, 상하운동(행정: 200 mm)을 함으로서 반응기, 분말-hull 분리 baffle 

cyclone, hull 배출관과 수집용기들을 연결하도록 하 다.

Fig. 6.23. Photograph of handling system of product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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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4. Handling system of product can.

Fig. 6.25. Assembly of voloxidizer.



- 537 -

    한편, hull 저장용기(재질: STS-316L)는 Fig. 6.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중 용기로 구성되며, 내부의 용기는 망(No. 10, 2 mm) 구조로 설치하고 

외부 용기는 구조물에 의해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 다. 용기 하단부

에는 플랜지(3 in., 10 kgf)를 이용하여 3 in. butterfly 밸브를 설치하 으며, 

butterfly 밸브는 공압에 의한 구동자를 이용하여 개폐한다. 한편, hull 저장

용기 하부의 분말 수집용기는 공기압실린더에 의해 상하 운동(행정: 200 

mm)을 한다.

 다. 배기 시스템

    배기 시스템은 폐 공간 내에 설치되는 fan을 이용하여 반응기 내에서 

공기의 흐름 방향을 일정하게 하고, 주입되는 공기에 의해 비말동반되는 미

세한 U3O8 분말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성 금속 필터(포집 입자크기: 0.8 ㎛)

를 설치하 다.

 라. 배관 및 배선

    배관 및 배선은 장치 구조물을 이용하여 지지하며, 유지 보수를 위한 

장치의 탈/부착 시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설치하 다.

 

Fig. 6.26. Hull stor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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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압실린더, 밸브 등의 구동을 위한 압축공기관 및 전선의 연결 부위

는 quick connector를 사용하 으며, 건조공기 로브박스의 벽체를 관통하

는 경우에는 Fig. 6.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이프 용접(압축공기 공급관) 및 

feed-through(전선관) 방법에 의해 연결하 다.

(a) Piping inside air atmosphere glove box.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소

UO2 필릿 건식 분말화 장치

(b) Piping outside air atmosphere glove box.

Fig. 6.27. Piping of voloxid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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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Fig. 6.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 산화장치의 작동 상태 및 조건

을 나타내는 각종 계기류와 조작용 스위치로 구성된 제어반을 설치하 으며, 

제어반의 입력 전압은 440 V, 3상으로, 동력 및 계기 조작에 요구되는 전압

으로 변환시키는 변환기를 포함하며, 건조공기 로브박스 외부의 운전 제어

실 내에 설치하 다.

UO2 필릿 건식 분말화 장치

Fig. 6.28. Control panel of voloxid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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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방법 및 결과

  공기 산화장치의 설계자료 확보를 위해 본 단계 1차년도(1997년)까지 수

행된 UO2 펠렛의 산화실험으로부터 공기중 산화온도 400∼600℃에서 약 4 

시간 경과 후에 완전히 U3O8 분말로 산화되었으며, U3O8 분말은 20∼60 μm

의 평균 입도분포를 보 다. 2차년도(1998년)에는 1차년도의 실험결과를 토

대로 UO2 펠렛의 분말화 및 탈피복 공정을 하나의 반응기에서 수행 가능한 

반연속식 장치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하 으며, 이의 검증을 위해 내부 현

상의 관찰이 가능하도록 내경 100 mm의 아크릴 파이프와 수직 스크류에 의

한 hull 배출실험을 수행한 결과, 약 250 rpm 이상의 스크류 회전속도에서 

hull이 배출됨을 확인하 다. 3차년도(1999년)에는 20 kg-U/batch 규모의 

mock-up 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hull 배출시험 및 반응기 내부 온도분포를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Table 6.5의 운전절차서를 작성하 으며, 4차년

도(2000년)에는 미조사 CANDU 소결 연료를 이용한 mock-up 시험을 수행

하 다.

 가. 가열시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UO2 펠렛은 400∼600℃의 범위에서 산화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mock-up 장치의 경우에 UO2 펠렛이 장전되는 역에서 

400∼600℃ 범위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응기에 아무 것도 

충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응기 내부 온도분포를 측정하 다.

    공기 산화장치를 설계할 당시에 스크류 축(1½ in. 파이프, Sch. No. 80) 

내부에 삽입한 열전대를 이용하여 반응기의 온도를 제어하고, 공기 주입관 

부근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른 하나의 열전대를 설치하 다. 이러한 제

어 방식으로 공기 산화장치의 가열시험을 수행한 결과, 반응기 온도 제어를 

위한 열전대의 응답 시간이 매우 길었으며, 이는 결국 반응기 하단부의 온도

지시 열전대 위치의 온도가 600℃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 다. 이에 따라 

반응기의 운전 온도는 반응기 하단부의 열전대에 의해 제어하고, 스크류 축 

내부의 열전대는 반응기 내부 온도분포를 측정하는 제어 방식으로 변경하여 

가열시험을 수행하 다. 스크류 축 내부에 삽입한 열전대에 의해 측정되는 

반응기 내부의 온도가 6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응기 하단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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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공기산화장치는 Zircaloy 피복관 내의 UO2 펠렛을 공기 분위기에서 

약 500℃로 가열함으로써 U3O8 분말로 산화하며, 산화된 U3O8 분말을 

피복관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이다. 반응기 하단부의 수집용기

에 수집된 U3O8 분말은 다음 공정인 금속전환장치로 이송되어 우라늄

금속으로 전환된다.

 2. 안전예방조치

    1) 공기산화 공정은 건조한 공기 분위기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2) 반응기 내부의 온도는 600℃가 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3) 공기압실린더에 의해 상하이동되는 판 위의 수집용기가 상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Hull을 반응기로부터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응기의 온도를 상온으

로 냉각시킨 후에 수직 스크류를 작동하여야 한다.

 3. 운전방법

    1) 일정 길이(약 3 cm)의 절단 연료봉을 준비한다.

      i) CANDU 핵연료 bundle을 해체한다.

      ii) 각각의 연료봉(Zircaloy 피복관 포함)의 무게(Wf)를 측정한다.

      iii) Tube cutter를 사용하여 약 3 cm의 길이로 연료봉을 절단한다.

      iv) 연료봉 양쪽 끝단의 절단된 end cap의 무게(Wec)를 측정한다.

    ※UO2의 net weight는 shipper's data로부터 알고 있으므로 Zircaloy 

피복관의 무게를 추정한다.(Wz = Wf - Wec - net weight of UO2)

    2) 제어반에 전원 및 압축공기를 공급한다.

      i) 제어반 우측 하단의 key switch를 ON 위치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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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압력지시계 하단부의 AIR SUPPLY switch를 누른다.

         (이때 압력지시계의 지시압력이 3.0 kg/cm2임을 확인한다.)

      iii) 온도지시계 하단부의 valve actuator CLOSE switch 4 개를 한 

번씩 눌러준다.(이때 제어반 좌측의 graphic display에 CLOSE 

lamp가 점등됨을 확인한다.)

    3) 절단 연료봉을 반응기에 투입한다.

      i) 제어반 우측 상부의 toggle swith를 왼쪽으로 하여 저울을 ON 

한 후, 절단 연료봉 장전용기, 반응기 하단부의 6 개의 수집용기 

및 hull tank 수집용기의 무게를 각각 측정한다.

      ii) 절단 연료봉을 수집용기에 장전한 후, 무게를 측정하고 저울을 

OFF 한다.

      iii) 상하이동판에 6 개의 수집용기가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압력지시계 하단부의 joystick을 사용하여 RV 및 UP 동작을 

시킴으로써 수집용기와 반응기 하단부를 착시킨다.

      iv) 온도조절기 하단부의 PNEUMATIC CONTROL의 UP switch

를  동작시켜 hull tank 하단부와 수집용기를 착시킨다

      v) 절단 연료봉이 장전된 수집용기는 건조공기 분위기 로브박스 

내에 설치된 monorail hoist를 이용하여 반응기 상부에 설치된 

hopper 위로 가져간다.

      vi) FUEL INLET의 OPEN switch를 동작시켜 5 in. butterfly 밸브

를 열어준다.

      vii) 수집용기를 기울여 절단 연료봉을 hopper에 투입한다.(이때 너

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viii) FUEL INLET의 CLOSE switch를 동작시켜 5 in. butterfly 

밸브를 닫는다.(이때 공기압실린더의 착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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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x) 압력지시계 하단의 joystick을 사용하여 반응기 하단부의 상하

이동판을 DOWN하고 FW 동작을 수행한 후, UP 하여 반응기 

하단부와 수집용기를 착시킨다.

      x) 처음에 반응기 하단부에 위치하 던 수집용기를 검사하여 UO2 

펠렛의 조각들이 있을 경우에는 3)-v)∼3)-viii)의 과정을 반복

하여 수행한다.

      xi) 수집용기를 원위치한 후, 3)-iii) 과정을 수행한다.

      xii) 절단 연료봉을 모두 투입한 후, FUEL INLET의 CLOSE 

switch를 동작시켜 밸브를 닫는다.

    4) 반응기의 운전준비 및 운전조건을 설정한다.

      i) 온도지시계 하단부의 METAL FILTER 밸브를 OPEN한다.

      ii) 온도지시계 하단부의 AIR INLET 밸브를 OPEN한 후, 유량조

절기의 switch를 ON 하고 knob를 돌려 주입되는 공기의 유량

을 조절한다.

      iii) 온도조절기 하단부의 BLOWER MOTOR를 ON 한다.

    5) 반응기를 가열한다.

      ※반응기의 내부온도가 600℃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온도기록계를 작동시킨다.

      ii) 온도조절기 하단부 HEATER switch를 ON하여가열을시작한다.

      iii) 반응기의 온도분포가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작업자가 로브박

스 내부로 진입하여 스크류 내부에 설치된 열전대의 위치를 변

경하며 반응기 내부의 온도분포를 측정한 후 최고 온도 지점에 

열전대를 고정한다.

      iv) 반응기의 온도분포가 정상상태에 도달한 시점부터 약 5 시간 

후에 HEATER를 OFF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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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온도기록계를 OFF 한다.

      ※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 제어반 우측 상단의 전압계 및 전류계

를 주의깊게 감시하여 반응기 내부의 온도가 600℃ 이상이 될 

징후를 보이면 즉시 HEATER를 OFF 하고 공기 주입량을 50 

l/min으로 증가시킨다.

    6) 산화 U3O8 분말과 hull을 분리한다.

      i) 반응기를 상온으로 냉각시킨다.

      ii) 온도조절기 하단부의 BLOWER의 작동을 정지시킨다.

      iii) 온도지시계 하단부의 AIR INLET 밸브를 CLOSE하고, 유량조

절기를 OFF 한다.

      iv) 제어반 우측의 SPEED CONTROL panel의 SET button을 눌

러 LCD에 나타나는 주파수 값을 10.0 Hz 이하로 설정한다.

          (설정값이 지시되면 다시 한 번 SET button을 누른다.)

      v) SPEED CONTROL panel 하단부의 FWD switch를 ON 한다.

         (이때 정체되어 있는 U3O8 분말이 수직 스크류의 회전에 의해 

유동되어 반응기 하단부의 수집용기에 수집되며, hull은 반응기 

상단의 배출구로 배출되지 않는다.)

      vi) 일정 시간 경과 후에 SPEED CONTROL panel 하단부의 

STOP switch를 눌러 모터를 정지시킨다.

      vii) SPEED CONTROL panel의 SET button을 눌러 LCD에 나타

나는 주파수 값을 15.0 Hz로 설정한다.

      viii) SPEED CONTROL panel 하단부의 FWD switch를 ON 함으

로서 반응기 내부의 hull을 hull 수집용기로 배출시킨다.

      ix) 반응기 내부의 hull이 돌아가는 소리가 멈추면 SPEED 

CONTROL panel 하단부의 STOP switch를 눌러 모터를 정

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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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온도지시계 하단의 METAL FILTER 밸브를 CLOSE한다.

    7) 핵연료물질 계량

      i) 압력지시계 하단의 joystick을 사용하여 반응기 하단부의 상하이

동판을 DOWN하고 FW 동작을 수행한 후, UP 하여 반응기 하

단부와 수집용기를 착시킨다.

      ii) 제어반 우측 상부의 toggle switch를 왼쪽으로 하여 저울을 ON

한 후, monorail hoist를 이용하여 U3O8 수집용기, U3O8 2차 분

리 수집용기, hull 수집용기의 무게를 각각 측정한다.

      iii) 3)-i)∼3)-ii)에서 측정한 무게와 비교분석 및 기록한다.

    8) 수집용기를 재배치한다.

      i) 전 실험에서의 2차 분리 수집용기를 반응기 하단의 U3O8 분말 

수집용기 위치에 설치한다.

      ii) 온도지시계 하단의 HULL TANK 밸브를 OPEN한다.

      iii) Hull 수집용기의 hull들을 monorail hoist를 이용, hull tank에 

저장하고 수집용기의 무게를 측정, 기록한 후, 원위치한다.

      iv) HULL TANK 밸브를 CLOSE한 후, 온도조절기 하단의 

PNEUMATIC CONTROL의 DOWN switch를 누른다.

      v) HULL TANK 하단의 수집용기의 무게를 측정, 기록한 후, 2차 

분리 수집용기 위치에 설치한다.

      vi) 저울을 OFF한다.

      vii) HULL TANK 하단에 새로운 수집용기를 설치하고, 온도조절

기 하단의 PNEUMATIC CONTROL의 UP switch를 누른다.

      viii) 압력지시계 하단의 joystick을 사용하여 반응기 하단부의 상하

이동판을 DOWN하고 RV 동작을 수행한 후, UP 하여 반응기 

하단부와 수집용기를 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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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핵연료물질을 이송한다.

    10) 운전을 종료한다.

      i) 압력지시계 하단의 AIR SUPPLY switch를 눌러 압축공기의 공

급을 차단한다.

      ii) Graphic display 및 각각의 switch를 점검한 후, 제어반 우측 하

단의 key switch를 OFF 위치로 돌린다.

 4.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1) 저울의 정확성

    2) Sintered metal filter 하단부의 비말동반되는 U3O8 분말 누적상태

    3) Blower 토출구측 bag filter

    4) 건조공기 로브박스 압력조절용 배기시스템(특히 HEPA filter)

열전대에 의한 온도제어기는 여러 차례의 시행오차를 통해 약 450℃로 설정

하 다. 반응기의 초기 가열시에는 온도제어기를 400℃로 설정하 으며, 공

기 산화장치 제어판넬의 우측에 부착한 전류계 및 전압계 지시 값의 변동 

유무로부터 정상상태를 확인하고, 이때 스크류 축에 삽입한 열전대의 위치를 

변경하며 반응기 내부 온도분포 및 최고 온도와 그 위치를 측정하 다.

    측정 결과로부터 반응기 온도 제어를 위한 온도제어기의 설정온도 상승

폭을 결정하 으며, 반응기의 가열 조건이 다시 정상상태에 도달되면, 최종

적으로 반응기 내부의 온도분포를 측정하 다.

    한편, 반응기 내부 온도분포 측정을 위한 스크류 축에 삽입한 열전대의 

길이는 1,300 mm이며, 열전대를 완전히 삽입하 을 때를 점으로 설정하여 

50∼100 mm 간격으로 열전대를 반응기 상부로 이동하며 반응기의 내부 온

도분포를 측정하 다. 이로부터 UO2 펠렛의 장전 역은 열전대의 위치가 



- 547 -

약 110 mm(스크류 최하단부) 지점으로부터 약 500 mm(UO2 펠렛 인입관) 

지점이며, 이러한 역에서의 온도분포가 관심의 대상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방법에 의해 공기 유입량에 따른 반응기 내부의 온도

분포를 측정하 으며, 그 결과를 Fig. 6.29 및 Table 6.6에 수록하 다. Fig. 

6.29 및 Table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 유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최고온

도 지점의 위치가 반응기 상부로 이동하 으며, UO2 장전 역에서의 온도

분포 범위가 좁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공기유입량이 증가할수록 반응기 

온도제어를 위한 온도제어기의 설정온도가 낮아졌다.

 나. Hull 배출시험

    Hull 배출시험은 3 cm 길이로 절단한 1/2 in. 스테인레스 튜브 800 개

를 사용하 다. 공기 산화장치에 스테인레스 튜브를 장전하기 위해 스테인레

스 튜브들은 UO2 펠렛 공급용기로 사용할 동일한 용기에 충전하 으며,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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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9. Temperature profile of voloxid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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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6. Temperature profile of voloxidizer

공기유입량

(l/min)

온도제어기

설정온도(℃)

UO2 장전 역

온도분포(℃)
최고온도(℃)

최고온도 위치

(mm)

10 480 438∼547 547 250

20 450 455∼540 540 275

30 430 462∼542 542 275

40 420 474∼549 549 300

는 로브박스 내부에 설치된 monorail hoist를 이용하여 공기 산화장치 상

부의 hopper 위치로 이송한다. 공기 산화장치 공급관 중의 5 in. butterfly 밸

브를 열고 작업자가 용기를 기울여 hopper에 스테인레스 튜브를 투입한다. 

800 개의 스테인레스 튜브를 한꺼번에 hopper에 투입하 을 경우에 반응기 

내부로 원활히 장전되지 못하 으며, 일부는 butterfly 밸브 중간의 회전 부

분에 잔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스테인레스 튜브의 공급 현상을 

확인하며 소량씩 공급한 후에 5 in. butterfly 밸브를 닫는다.

    이와 같이 장전된 스테인레스 튜브들은 상온에서 스크류의 회전속도를 

서서히 증가시키며 배출시험을 수행한 결과, 약 150 rpm의 회전속도에서 

1∼2 분 사이에 스테인레스 튜브 전량이 배출되었다. Mock-up 장치의 설계

에 앞서 수행한 hull 배출 검증시험으로부터 약 250 rpm 이상의 스크류 회

전속도에서 hull이 배출되는 결과에 비해, 약 100 rpm 이하의 회전속도에서 

스테인레스 튜브가 배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스크류의 직경이 약 

2 배로 증가되어 스크류 끝단에서의 원심력에 의한 선속도가 증가된 결과로 

사료된다.

    한편, 스테인레스 튜브들을 반응기에 장전하고 운전온도로 가열한 후, 

상온으로 냉각하고 배출시험을 수행한 결과, 스크류의 회전이 중단되어 스테

인레스 튜브들의 배출이 불가하 다. 이에 따라 반응기를 해체하여 반응기 

내부의 현상을 관찰한 결과, 스테인레스 튜브들의 일부가 찌그러져 있었으

며, 또 다른 일부는 스크류 날개와 반응기 기벽에 끼어있는 현상을 발견하

다. 반응기 내벽과 스크류 날개 사이의 공간은 4.95 mm로 설계하 으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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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험에 사용한 스테인레스 튜브의 외경은 12.7 mm로 상온에서의 배출시

험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가열된 상태에서 

열팽창 효과에 의해 반응기에 장전된 스테인레스 튜브들이 재배열되고, 그 

상태에서 반응기를 냉각할 때 단단히 다져지는 현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

다. 한편, 스테인레스 튜브의 찌그러짐 현상은 스크류 날개와 반응기 내벽의 

인입구 사이에 튜브의 낌 현상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스크류 날개와 반응기벽 사이에 스테인레스 튜브가 끼는 현

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크류 날개의 끝단에 직경 4 mm 스테인레스 봉을 

용접하여 덧붙임으로써 스크류의 직경을 크게 하 으며, 수직 스크류에 의해 

상승되는 스테인레스 튜브가 스테인레스 튜브 인입관과 스크류 날개 사이에 

끼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테인레스 튜브 인입관에 공기압 실린더에 

의해 전후 이동되는 반응기 원주면과 동일하게 가공된 플러그를 설치하 다.

    이상과 같이 수정, 보완하여 스테인레스 튜브를 장전한 반응기의 가열 

및 냉각에 의한 배출시험을 수행한 결과, 800 개의 스테인레스 튜브를 장전

한 경우에는 스테인레스 튜브의 배출이 여전히 원활치 못 하 으며, 300 개

의 스테인레스 튜브를 장전한 경우에는 스테인레스 튜브 전량이 원활히 배

출되었다. Mock-up 성능시험을 위한 공기 산화장치 및 금속전환 장치는 20 

kg-U/ batch 용량으로 설계, 제작을 하 으나,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에 의해 금속전환 장치의 1회 운전을 위한 공기 산화장치의 운전은 2

회에 나누어 수행하기로 결정하 다.

 다. UO2 펠렛 산화시험

    UO2 펠렛의 산화시험을 위해 핵연료시험시설운  과제에서 관리하던 

CANFLEX 연료집합체를 이용하 으며, 하나의 집합체에는 직경 13.5 mm인 

연료봉이 8 개, 직경 11.6 mm인 연료봉이 35 개로 총 43 개의 연료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연료시험시설운  과제로부터 수령한 집합체의 연료 무게

는 21.1 kg-UO2의 두 다발로, 각각의 집합체를 해체하여 각 연료봉에 대해 

무게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6.7에 수록하 다. Table 6.7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각 연료집합체의 전체무게는 23,098.56 g 및 23,124.00 g이었으며, 이 무게

에서 21.1 kg을 제외한 1,998.56 g 및 2,024.00 g은 Zircaloy tube의 무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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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7. Gross weight of CANFLEX fuel rods

(unit: g)

CANFLEX fuel bundle(KF 9416, storage number 2551)

690.99 690.67 690.79 692.08 691.00 690.84 691.96 690.01

503.12 501.37 502.73 502.27 501.18 501.99 503.20 500.46

501.04 501.78 501.00 502.65 501.68 501.49 501.91 501.32

501.45 502.07 501.85 502.45 502.19 501.95 501.23 501.40

501.20 501.92 501.87 502.89 503.35 502.60 502.89 502.02

502.76 502.27 502.67

Gross weight of CANFLEX fuel rods 23,098.56

CANFLEX fuel bundle(KF 9418, storage number 2552)

689.98 691.76 690.28 690.27 690.55 691.65 690.84 691.36

503.75 502.57 503.15 501.79 503.31 502.97 503.18 502.71

502.04 501.71 501.80 503.24 503.05 503.16 502.54 502.29

502.36 502.31 502.69 502.63 501.83 503.14 503.02 502.37

503.41 502.96 502.69 502.41 503.60 502.49 503.26 503.56

503.30 503.01 503.01

Gross weight of CANFLEX fuel rods 23,124.00

각 연료 집합체의 UO2와 Zircaloy 피복관에 대한 무게비는  0.9135:0.0865 및

0.9125:0.0875로 0.1 %의 오차범위 내에 있었으며, 이 무게비는 향후 산화실

험에 의한 우라늄 회수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 다.

    UO2 펠렛의 산화실험에 앞서 300 개의 스테인레스 튜브를 장전한 반응

기를 가열하여 반응기 내부의 온도분포를 측정한 결과, 반응기 온도 제어를 

위한 온도제어기의 설정온도를 350℃로 하고 공기를 30 l/min으로 공급하

을 때 screw 축 내부에 삽입한 열전대의 위치가 350 mm에서 가장 높은 온

도를 나타내었으며, 이 지점에서의 온도는 545℃ 다. 이는 앞서 기술한 

Table 6.6 및 Fig. 6.29의 경우와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 으며, 이는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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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충전 물질의 유무에 따른 결과이다.

    UO2 펠렛의 산화실험은 모두 6 회에 걸쳐 수행하여 그 결과를 Table 

6.8에 수록하 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반응기 내부의 온도(온도가 가장 높은 

위치)변화를 Fig. 6.30에 나타내었다. Table 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기 

내부의 가장 높은 온도의 위치는 스테인레스 튜브를 장전한 경우와 유사한 

지점인 330∼350 mm에서 형성되었으며, 우라늄의 회수율이 점차 향상되어 

5차 실험에 있어서의 회수율은 99.0 %에 도달하 다. 이와 같은 우라늄의 회

수율이 증가된 이유는 UO2 펠렛의 충전량, 반응온도, 공기 유입량 등의 반응 

인자에 의한 향보다는 경험이 축적된 결과로 사료된다. 6 회에 걸친 산화

실험 중,  2 회는 Zircaloy 피복관 내부에 잔류하는 UO2 펠렛을 공기 산화장

치에 재충전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며, 피복관 내부에 잔류하는 UO2 펠렛의 

일부는 muffle furnace에서 완전히 산화한 관계로 공기 산화장치에 대한 물

질수지를 확보하지 못하 다. 한편, Fig. 6.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열을 시

작하여 약 2 시간 30분이 경과된 후에 정상 상태에 도달하 으며, 공기 유입

량이 증가할수록 반응기 내부의 온도가 상승되는 경향을 보 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 개발과제에서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금

속전환 특성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의 RIAR 연구소와 함께 국제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Phase 1의 연구를 통해 연소도가 30,016 MWd/t이

고 냉각기간이 5 년 경과된 VVER-1000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산화실험

Table 6.8. Results of voloxidation process

산화실험 1 2 4 5

설정온도(℃) 350 340 340 340

공기주입량(l/min) 30 30 → 20 10 20

UO2 충전량(kg) 15.712 9.975 13.702 11.994

최고온도/위치(℃/mm) 574/350 572/350 550/330 547/350

공급전원 156V, 6.2A 152V, 6.1A 142V, 5.7A 152V, 6.1A

U3O8 회수량(kg) 10.34 7.80 12.19 12.34

회수율(%) 63.3 75.2 85.6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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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0. Temperature change of voloxidizer.

을 수행하 다[5].

    42.5 g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운전온도는 520±10℃, 공기 주입량은 10 

l/hr의 조건으로 4 시간 동안 산화실험을 수행한 결과, 44.1 g의 U3O8 분말

이 생성되어 99.8 %의 회수율을 보 다. 생성된 U3O8 분말의 입도분포를 측

정한 결과, 40 μm 이하가 88.6 %, 40∼63 μm는 6.4 %, 63∼100 μm는 2.1 

%, 100 μm 이상의 크기는 2.9 %의 분포를 보 다. 한편, 10 l/min의 공기 

유입량은 UO2의 산화반응에 요구되는 화학당량적 산소량에 대비해 6.7 배가 

과잉으로 공급되는 양이며, 반응기 내에서의 선속도가 4×10-4 m/s에 해당하

는 양으로, 이 유속은 2∼3 μm 크기의 U3O8 분말을 반응기 외부로 유출시

킬 수 없는 조건임을 보고한 논문을 인용하 다.

    이상에서 기술한 러시아 RIAR 연구소에서 수행한 산화실험 조건과 본 

연구에서의 산화 조건을 비교한 결과, 반응온도는 약 30∼55℃가 높았으며, 

반응시간 또한 7∼9 시간 경과한 후에 99.0 %의 회수율을 얻었다. 한편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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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량에 대해 반응기 내 선속도는 러시아의 경우와 대비하여 약 13∼40 배

가 높았으며, UO2의 산화반응에 요구되는 화학당량적 산소량은 2.8∼6.5 배

가 과잉으로 공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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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금속전환 장치

1. 개요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고온 용융염 처리기술을 이용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 연구가 미국, 일본 등의 원자력 선진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DOE 관리하의 다양한 종류의 사용후핵연료를 효율적으로 처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해정련 공정을 채택하 으며, ANL 연구소에서 주도

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금속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는 직접 전해정련 공정에 

적용되나,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는 금속전환 공정에 의한 전처리 과정

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90년대 초반에 Actinide Recycle Program의 일환

으로 수행된 바 있는 리튬환원 공정(lithium reduction process)에 의한 금속

전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리튬환원 공정은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염화리튬 매질 내에서 리튬 금

속에 의해 환원시킴으로써 금속으로 전환하는 공정으로, 미국의 ANL 연구

소에서는 스테인레스 피복관 내의 모의 사용후핵연료 펠렛을 대상으로 한  

실험실 규모의 연구를 통해 금속전환 특성연구를 수행하 다[2, 6]. 반응시간

에 따른 금속전환율에 대한 해석 결과, 탈피복된 UO2 펠렛을 분쇄하고 교반

을 한 경우에는 약 12 시간 경과 후 금속전환 반응이 완료됨을 발견하 고, 

이밖에 피복관의 유무, UO2 펠렛의 길이, 교반 유무에 따라 금속전환 반응시

간이 30 시간 이상 소요됨을 발견하기도 하 다. 이 실험 결과로부터 금속전

환율은 반응기 내의 염화리튬 매질에 대한 교반속도, UO2 펠렛의 형태, UO2 

펠렛 충전용기의 기하학적 구조 등에 향을 받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이

러한 결과를 반 하여 설계, 제작된 엔지니어링 규모(20 kg-HM/ batch)의 

실험 장치의 성능시험 결과, 탈피복된 UO2 펠렛을 분쇄한 경우에 약 50 시

간 경과 후, 금속전환 반응이 완료되었으며, 스테인레스 피복관 내의 UO2 펠

렛의 경우에는 120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40 %의 금속전환율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 한편, ANL-W의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 알곤 셀에 건설 예정으로 파일럿 규모(100 kg-HM/batch) 장치를 

설계 중에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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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ANL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정의 낮은 금속전환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 금속전환 공정에 앞서 UO2 펠렛을 미세한 U3O8 분말

로 산화시키는 공기산화 공정을 추가하 으며, 금속전환 공정으로부터 생성

되는 금속 분말과 용융염의 분리 및 금속 분말의 금속전환체 ingot화를 하나

의 반응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체형 반응기 개념을 도입한 금속전환 장치

를 설계, 제작하여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에 설치하 다.

2. 설계 및 제작

  금속전환 장치는 공기산화 장치로부터 생성된 U3O8 분말을 염화리튬 매질 

내에서 리튬에 의해 환원시키기 위한 장치로 설계용량은 20 kg-U/batch이

며,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내에 설치하 다. 이 장치는 Fig. 6.31 및 6.3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 반응기, 반응물질 공급시스템, 금속전환체 회수시스템

으로 구성된다.

SF 금속전환장치

Fig. 6.31. Assembly drawings of metal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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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2. Photograph of metallizer.

 가. 반응기

    탄소도가니 재질의 반응기는 Fig. 6.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기 외부

에 설치된 유도가열로에 의해 가열된다. 한편 반응기 내의 반응물질의 접촉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2 개의 교반기를 설치하 으며, 반응기 하단부에는 

반응 중에 반응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고 반응 종료시에는 용융된 금속전환체

를 회수할 수 있는 특수하게 제작된 stopper를 설치하 다.

  (1) 주 반응기

     본 연구에서 설계, 제작한 금속전환 장치는 금속전환 공정과 우라늄금

속 분말의 용융 공정을 하나의 반응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체형 반응기로, 

우라늄금속 분말의 용융을 위해서는 반응기 내부의 온도를 1,300℃ 이상으로 

가열하여야 하는 관계로, 반응기의 재질은 순도 99.99 % 이상의 치 한 구조

를 가지는 탄소도가니(일본 TOYO TANSO사 제품, IG-110)를 사용하 다.

    금속전환 장치에 사용한 탄소도가니의 산화 및 탄소도가니 내부로 반응

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도가니의 외부는 pyrocoating(Fig. 

6.34(a), 두께 20∼40 μm), 내부는 yttria plasma coating(Fig. 6.34(b), 두께 

200 μm)을 하 으며, 탄소도가니의 규격을 Fig. 6.3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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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3. Detail drawing of metallizer.

 

             (a) Pyrocoating                 (b) Yttria plasma coating

Fig. 6.34. Photograph of graphite cruc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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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도가니 내부의 yttria 피막을 균일하게 입히기 위해 plasma coating 

방법을 선택하 으며, plasma coating의 시공 특성상 부득이 탄소도가니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분리된 탄소도가니는 각각 plasma coating을 한 후에 

탄소접착제 및 나사산에 의해 결합하 다.

    탄소도가니의 상부는 ring-band 형태의 플랜지에 의해 체결되며, 탄소도

가니의 측면에는 금속전환 반응이 종료된 후, 고온 용융염의 이송을 위해 20 

mm 튜브 규격으로 타공하 다. 한편 탄소도가니 하부는 cone 형태로 가공

하여 용융된 금속우라늄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 다.

  (2) 유도가열로

     유도가열로는 반응기에 대해 상하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금속전환 반

응의 경우에는 상하 공히 650∼750℃로 제어되고, 우라늄금속 분말 용융 공

정의 경우에는 하부 반응기만 1,300℃로 제어된다. 반응기 내부의 온도제어

를 위한 열전대는 K-type을 사용하여 고온 용융염 매질 내에 삽입된 

tantalum 튜브 내부에 설치하 으며, 반응기 하부의 온도제어를 위한 열전대

는 R-type을 사용하여 탄소도가니 몸체 하부에 삽입, 설치하 다.

    유도가열로의 최대 용량은 50 kW로 3상의 440V 전원을 공급하 으며, 

반응기 외부에 설치된 유도가열로의 외관 및 유도가열로 가열관의 냉각수 

순환시스템을 Fig. 6.36 및 6.37에 나타내었다.

               

   Fig. 6.36. Induction furnace.          Fig. 6.37. Coolant system of

                                                 induction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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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반응기 상부 플랜지

     탄소도가니 상부의 폐를 위해 플랜지(재질 STS-316L)를 제작하여 

ring-band 형태로 체결하 으며, Fig. 6.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기 상부

에 알곤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반응기 내부를 불활성 분위기로 유지시키고, 

단열 효과에 의해 고온의 반응물 증기로부터 반응기 상부의 교반장치를 보

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곤 냉각 챔버를 설치하 다.

50

23
0

Condenser line
3/4” SUS Pipe Sch.40

1/2” SUS tube (Ar input)

20

45o

8φ Tantalum tube

10
0

90

150

50

78
0

ID20.5mm
Carbon bushing

1/2” SUS tube

8 mm
Bored-Through
Swagelok Fitting

1/2” SUS tube
(Ar outlet)

Fig. 6.38. Flange for graphite cruc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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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38 및 Fig. 6.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곤 가스의 공급관 및 배출

관(½ in. STS-316L 튜브)을 설치하 으며, 반응기 상부의 온도제어 열전대 

설치를 위한 tantalum 튜브(직경 8 mm) 및 휘발되는 고온 용융염 증기의 

배출관(¾ in. STS-316L 파이프)을 설치하 다. 한편, 전기모터에 의해 회전

하는 교반기의 진동으로 반응기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흔들림 

방지용 bushing을 설치하 다.

  (4) 교반기

     금속전환 반응시에 U3O8 분말, 염화리튬, 리튬 등은 반응온도에서 고-

액-액의 상태로 존재하며, 이들 사이의 도 차이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혼

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반응물질들 간의 혼화도를 높이기 

위해 교반기의 장착은 필수적이다.

    U3O8 분말, 염화리튬, 리튬의 혼합 효율을 검증하기 위해 알루미나 분말, 

소금물, 석유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반익에 대해 혼합 효과를 예비 수행한 

결과 다공판의 blade 형태 교반익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채택

하 으며, 이에 따라 Fig. 6.40과 같은 교반익 2 조를 사용함으로써 혼합효율

을 높이고 혼합시에 발생되는 vortex 현상을 방지하도록 하 다.

     

             (a) upper                           (b) bottom

Fig. 6.39. Photograph of metallizer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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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0. Impeller of metal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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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40의 교반기 재질은 tantalum을 사용하 으며, 교반기의 길이는 

970 mm로 회전 시의 진동으로 인한 탄소도가니 재질의 반응기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해 Fig. 6.38 및 Fig. 6.39(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의 상하 두 지

점에 carbon bushing을 장착할 수 있는 300 mm 길이의 교반축 인입관을 설

치하 다.

    한편, 교반기는 두 대의 독립적인 AC 모터(1 마력, 220 V, 3상)에 의해 

회전되며, 회전속도는 인버터를 설치하여 0∼1,200 rpm 범위에서 가변할 수 

있도록 하 다. 반응기 상부에 설치되는 교반기 모터는 별도의 구조물에 견

고하게 고정함으로써 모터의 회전시 진동에 의한 반응기의 손상을 방지하

으며, 수평으로 설치된 모터의 수평회전 방향은 worm 감속기에 의해 수직회

전 방향으로 전환된다(Fig. 6.41).

Fig. 6.41. Impeller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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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topper

     반응기 하단부에 반응 중에 반응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고 반응 종료시

에는 용융된 금속전환체를 회수할 수 있는 특수하게 제작된 stopper를 설치

하 다. Fig. 6.42 및 Fig. 6.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opper(재질: yttria)의 

직선운동을 위해 반응기 하부에 탄소 재질로 guide를 장착하 으며, stopper

는 알곤 가스에 의해 구동되는 공압실린더를 사용하여 직선운동(행정: 20 

mm)을 함으로써 반응기 하부의 배출구를 개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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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2. Stopper of metal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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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염 이송관(tanta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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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3. Photograph of stopper.

 나. 반응물질 공급시스템

    금속전환 반응은 염화리튬 매질 내에서 리튬금속에 의해 U3O8 분말을 

금속우라늄으로 환원시키는 공정으로, 염화리튬을 공급하고 유도가열로에 의

해 반응기를 염화리튬의 용융점(614℃) 이상으로 가열된 상태에서 U3O8 분말

을 공급하여 충분히 혼합된 후에 리튬금속을 공급한다. 이와 같은 반응물질

의 금속전환 반응기로의 공급을 위해 Fig. 6.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hopper

와 screw feeder 및 알곤 가스에 의해 구동되는 밸브를 설치하 다.

  

         (a) hopper          (b) screw feeder & pneumatic control valve

Fig. 6.44. Feeding system of reac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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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금속전환체 회수시스템

    금속전환체 회수시스템은 U3O8 분말의 금속전환 반응이 종료된 후에 용

융된 금속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Fig. 6.45 및 Fig. 6.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융된 우라늄금속의 회수용기는 전기모터에 의해 상하이동되도

록 하 으며, 금속전환 반응시에는 아래쪽에 위치하다가, 용융된 우라늄금속

의 회수시에는 반응기 하부의 stopper 바로 아래까지 상승되도록 하 다.

    1,300℃에서 용융 상태로 존재하는 우라늄금속은 stopper의 작동에 의해 

반응기 하부로 흘러내리게 되며, 우라늄금속의 회수용기는 응고된 우라늄금

속을 용이하게 분리하기 위하여 용기 내부에 약간의 경사를 준 구리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 다. 한편, 회수용기 하부에는 회수되는 우라늄금속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저울을 설치하 다.

SF 금속전환장치

Fig. 6.45. Removal system of uranium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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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6. Photograph of removal system of uranium product.

 라. 배관 및 배선

    배관 및 배선은 장치 구조물을 이용하여 지지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장

치의 탈부착시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설치하 다. Stopper의 구동을 위한 공

압실린더, hopper 하단부의 반응물질 공급 밸브, hopper에 부착한 vibrator 

등의 구동을 위한 알곤 공급관 및 전선의 연결 부위는 quick connector를 사

용하 으며,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의 벽체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Fig. 6.4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이프 용접(알곤 공급관) 및 feed-through(전선관) 방

법에 의해 연결하 다. 한편, Fig. 6.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속전환 장치의 

작동을 위한 조작용 스위치로 구성된 제어반을 설치하 으며, 제어반의 입력 

전압은 440 V, 3상으로, 동력 및 계기 조작에 요구되는 전압으로 변환하는 

전압조절기를 포함하며,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외부의 운전제어실에 설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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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7. Feed-through of metallizer.

Fig. 6.48. Control panel for metal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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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방법 및 결과

  금속전환 장치의 설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단계의 1차년도(1997년)에 

수행된 금속전환 반응성 실험으로부터 반응온도 750℃에서 약 3∼4 시간 경

과 후에 96 % 이상의 금속전환율을 보 다. 2차년도(1998년)에는 금속전환 

공정으로부터 생성되는 금속 분말과 용융염의 분리 및 금속 분말의 용융에 

의한 금속전환체 회수를 하나의 반응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체형 장치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하 으며, 도 차이가 큰 고-액-액 혼합실험을 통해 

교반기의 기하학적 구조를 확정하고 600 rpm 이상의 교반 속도가 요구됨을 

검증하 다. 3차년도(1999년)에는 20 kg-U/batch 규모의 mock-up 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공운전을 수행하 으며, 4차년도(2000년)에는 모의 사용후핵

연료 조성에 대한 mock-up 시험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설계, 제작한 금속전환 장치는 염화리튬 매질 내에서 리튬

금속에 의해 U3O8 분말을 우라늄금속으로 환원시키고, 금속전환 공정으로부

터 생성되는 우라늄금속 분말과 용융염의 분리 및 우라늄금속 분말의 금속

전환체 ingot화를 하나의 반응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체형 반응기로, 금속

전환 공정의 운전 온도는 650∼750℃이며, 우라늄금속 분말의 용융 공정의 

운전 온도는 1,300℃이다.

    금속전환 장치는 로브박스 내부의 산소 및 수분 농도를 일정 농도 이

하의 알곤 분위기로 조성한 후에 운전을 시작한다. 반응에 요구되는 일정량

의 염화리튬을 반응기에 공급하고 반응온도로 가열한 후, 반응기 내의 용융

된 염화리튬을 교반하며 모의 사용후핵연료 조성으로 혼합된 산화우라늄 분

말을 공급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 화학양론 대비 약 20 % 과잉의 리

튬금속을 공급한다. 반응에 요구되는 시간이 경과하면, 반응기 내부 물질의 

교반을 정지하여 금속전환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금속 분말과 복합 용융염의 

도 차이에 의해 금속 분말들을 반응기 하부로 침강되도록 한다. 일정 시간

이 경과되면 진공흡입 방식에 의해 복합용융염을 용융염 저장탱크로 이송하

고, 반응기 하부의 금속 분말은 1,300℃로 가열, 용융하여 반응기 하부의 금

속 회수용기에 수집한다. 이상에 기술한 금속전환 장치의 자세한 운전방법을 

Table 6.9의 운전절차서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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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금속전환 장치는 염화리튬 매질 내에서 리튬금속에 의해 U3O8 분말을 

우라늄금속으로 환원시키고, 금속전환 공정으로부터 생성되는 우라늄

금속 분말과 복합 용융염의 분리 및 우라늄금속 분말의 금속전환체 

ingot화를 하나의 반응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체형 장치이다. 한편, 

금속전환체 ingot는 연속주조 장치로 이송하여 저장 조건에 적합한 

주조봉을 제조하며, 복합 용융염은 전기분해 장치로 이송하여 리튬금

속을 회수한다.

 2. 안전예방조치

    1) 금속전환 공정은 알곤 분위기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2)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를 폐하기 전에 전기 또는 공압에 의해 

작동되는 구동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3)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및 로브박스간 시료이송 챔버의 초기 

알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진공도는 250 torr로, 여하한 경우에도 

250 torr 이하의 값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반응이 종료된 후에 금속전환 장치 및 전기분해 장치의 유지보수

를 위해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내부로 작업자가 진입할 경우에

는 압축공기로 5회 이상 purge한 후에 산소측정기로부터 로브박

스 내의 산소농도를 확인한 후에 진입하여야 한다.

 3. 운전방법

   1) 로브박스 내부를 알곤 분위기로 조성한 후에는 작업자의 출입이 

불가함으로,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를 폐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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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시료준비 로브박스에서 계량, 폐된 LiCl 및 Li 용기를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내로 이송한다.

     ii) 탄소반응기 하부의 stopper 위치를 확인하여 반응기 하부 출구의 

막힘을 점검한다.

     iii) 금속전환장치 및 Li 회수를 위한 전기분해장치 사이의 용융염 

저장탱크에 약 1.5 kg의 LiCl을 투입한다. 로브박스 내부를 알

곤 분위기로 조성하는 동안에 투입된 LiCl은 용융염 저장탱크 

및 하부의 경사진 배출관을 LiCl의 용융점 이상으로 가열한 후 

냉각하여 용융염 배출관을 폐한다.

     iv) 전기 또는 공압에 의해 작동되는 구동장치들을 점검한다.

       ① Telescopic crane의 주행시험.

       ② 시료 공급용기 파지시험 및 금속전환 반응기 상부의 hopper로 

이동하여 180°회전에 의한 반응기로의 시료 공급시험.

       ③ Hopper에 부착된 vibrator 작동시험(알곤가스 공급조절기 설정 

압력: 6 kg/cm2)

       ④ Hopper 하부의 knife valve 작동시험(알곤가스 공급조절기 설

정 압력: 2 kg/cm
2)

       ⑤ Screw feeder 작동시험

       ⑥ 금속전환 반응기의 교반기 작동시험(저속 회전)

       ⑦ 금속전환 반응기 하부의 용융된 우라늄 회수를 위한 구리용기

상승 및 하강시험

     v) 금속전환 반응기로의 시료 공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CCTV를 

점검한다.

     vi) 전기분해장치 하부의 잔류 용융염 회수용기의 상승 여부를 확인

한다.



- 572 -

Table 6.9.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of metallizer(continued)

한국원자력연구소
운 전 절 차 서

(금속전환장치)

수정번호(작성일): Rev-1(2000.10.30)

Page : 3/8

   2) 건조공기 분위기 로브박스와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사이의 

gas-tight door 및 감시창 하부의 로브 port를 폐한다.

   3)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의 내부를 알곤 분위기로 조성한다(대형 

로브박스의 운전절차서 참조).

   4) 금속전환 장치와 리튬금속 저장탱크로 알곤 가스는 계속 공급한다.

   5) 용융염 이송시스템 제어판넬(MST 판넬)의 [blower] ON 스위치를 

눌러 blower를 작동한다.

   6) LiCl을 금속전환 장치에 공급한다.

     i) 로브박스 전면의 로브 port를 이용하여 LiCl 시료용기의 밸브

를 제거하고, 용기를 telescopic 크레인의 접근 위치로 이동한다.

     ii) 로브박스 기계장치 제어판넬(GB 판넬)의 [크레인 하강] push 

button을 눌러 telescopic 크레인을 시료용기의 파지 위치까지 하

강하고, [클램핑모터 클램핑] push button을 눌러 시료용기를 파

지한다.

     iii) GB 판넬의 [크레인 상승] 및 [크레인 우이동] push button을 눌

러 시료용기를 금속전환반응기 상부의 hopper 위치로 이동한다.

     iv) 금속전환 장치의 기계장치 제어판넬(M 판넬)의 [screw feeder] 

ON 스위치를 누르고 rpm 지시계가 설정 회전속도를 지시할 때

까지 회전속도 가변조절기를 조절한다.

     v) Knife 밸브의 공압 actuator로 공급되는 알곤 분기관의 압력조절

기를 2 kg/cm2로 조절하고, M 판넬의 [knife 밸브] ON 스위치를 

눌러 knife 밸브를 개방한다.

     vi) Hopper에 부착된 vibrator로 공급되는 알곤 분기관의 압력조절

기를 6 kg/cm2로 조절하고, M 판넬의 [vibrator] ON 스위치를 

눌러 hopper에 진동을 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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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GB 판넬의 [회전모터 180°회전] push button을 눌러 시료용기 

파지장치를 180°회전함으로써 시료용기 내의 LiCl을 금속전환 

장치에 공급하며, CCTV를 통해 hopper를 관찰하므로써 시료의 

공급 상태를 확인한다.

     viii) 시료의 공급이 완료되면 GB 판넬의 [회전모터 원위치] push 

button을 눌러 시료용기 파지장치를 다시 180°역회전하여 원

위치하고, M 판넬의 [screw feeder], [vibrator], [knife 밸브]의 

OFF 스위치를 눌러 screw feeder 및 vibrator의 동작을 정지

시키고 밸브를 닫는다.

     ix) GB 판넬의 [크레인 좌이동] 및 [크레인 하강] push button을 눌

러 시료용기를 로브박스 바닥에 내려놓는다.

     x) GB 판넬의 [클램핑모터 언클램핑] push button을 눌러 파지되어 

있는 시료용기를 풀어내고, [크레인 상승] push button을 눌러 일

정 높이까지 크레인을 상승시킨다.

     xi) 로브 port를 이용하여 비어 있은 시료용기에 밸브를 장착하고 

작업에 향을 미치지 않는 위치로 이동한다.

   7) 6)-i)∼xi)의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반응에 요구되는 LiCl 

양만큼을 금속전환 장치에 공급한다.

   8) 반응기를 가열한다.

     i) 유도가열로 제어판넬(IF 판넬)의 [인버터] 선택스위치를 1번으로 

선택하여 냉각수를 순환시키고 IF 판넬 후면에 설치한 냉각수 공

급압력을 확인하며, [fan] 선택스위치를 기동 위치로 하여 순환되

는 냉각수를 공냉식으로 냉각한다.

     ii) IF 판넬 옆면의 조작전원 차단기를 올려 전원을 공급한다.

     iii) Key 스위치를 ON 위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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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IF 판넬 옆면의 주전원 차단기를 올려 전원을 공급한다.

     v) [콘버터 기동] push button을 눌러 DC 전원을 공급하며, 이때 

DC 전압계가 600 V임을 확인한다.

     vi) 하부 가열로의 온도조절기를 설정한다.

         10℃  → 200℃: 1 시간 가열, 10분 대기

         200℃ → 450℃: 1 시간 가열, 10분 대기

         450℃ → 650℃: 1 시간 가열

     vii) 온도제어 조작선택 스위치를 자동으로 선택하고 [가열 기동] 

push button을 눌러 가열을 시작한다.

     viii) 상부 가열로의 온도제어 조작선택 스위치를 수동으로 선택하고 

[가열 기동] push button을 눌러 가열을 시작하며, 자동제어되

는 하부 가열로의 출력 지시계에 따라 상부 가열로의 출력조절

기를 조절한다.

     ix) 한편, 금속전환 반응기의 온도 변화에 따라 용융염 이송시스템 

중의 용융염 저장탱크 및 배관도 함께 가열한다.

   9) 반응기 내부의 온도가 650℃에 도달하여 약 30분이 경과되면, M 

판넬의 [Agitator #1] 및 [Agitator #2] ON push button을 누르고, 

rpm 지시계가 설정 회전속도를 지시할 때까지 회전속도 가변조절

기를 조절하여 반응기 내의 LiCl 용융염을 교반한다.

   10) 알곤 분위기로 조성된 로브박스간 시료이송 챔버(대형 로브박

스의 운전절차서 참조)의 배출도어를 열기 위해 GB판넬의 [배출

도어 열림] push button을 누른 후, [챔버 상승] push button을 눌

러 모의 사용후핵연료 수집용기를 상승시킨다.

   11) 6)-ii)∼x)의 과정을 수행하여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금속전환 

장치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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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6)-i)∼xi)의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반응에 요구되는 Li 

양만큼을 금속전환 장치에 공급한다.

   13) 금속전환 반응을 위해 반응온도 및 교반속도를 유지하며, 약 4∼5 

시간 경과 후에 M 판넬의 [Agitator #1] 및 [Agitator #2] OFF 

push button을 눌러 교반을 정지한다.

   14) 일정 시간 동안 금속전환된 분말을 반응기 하부에 침강시킨다.

   15) 용융염 이송시스템 제어판넬의 조작에 의해 금속전환 장치 내부의 

복합 용융염을 다음 공정인 리튬금속 회수를 위한 전기분해 장치

로 이송한다(Fig. MST-1 참조).

     i) AV-1, AV-2 및 V4 밸브를 닫고, V9 밸브를 연다.

     iii) L1, L2, L3 및 T-1(salt holding tank)의 온도를 700℃로 제어한다.

     iv) 진공펌프(P-1)를 작동하여 T-3(surge tank)의 내부압력이 -730 

mmHg가 될 때까지 진공을 걸어준다.

     v) AV-2 밸브를 열어 복합 용융염을 T-1으로 이송한다. 밸브를 열

었을 때, T-3 내부의 진공도는 급격히 떨어지며(이때 진공계의 

지시값은 -620 mmHg 이상), 이후 서서히 진공도가 떨어지다가 

염의 이송이 종료되면 다시 급격히 빠른 속도로 진공도가 떨어져 

대기압 상태가 된다.

     vi) 용융염의 이송이 완료되면 AV-2 밸브를 닫는다.

     vii) V5∼V8 밸브가 열려있는 지 확인하고 L4의 온도를 700℃로 가

열하여 용융염을 T-1으로부터 전기분해조로 이송하며, 이송량

은 전기분해조의 액면계로 확인한다.

     viii) 용융염의 이송이 완료되면 L1∼L4 및 T-1의 가열을 중단한다. 

상온으로 냉각되면 배관 내에 잔류하는 용융염의 고화에 의해 

L4 배관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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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금속전환 반응기 하부를 1,300℃로 가열한다(이때 반응기 상부의 

온도는 650℃를 유지).

      i) 하부 가열로의 온도조절기를 설정한다.

         650℃ → 900℃: 1 시간 가열, 10분 대기

         900℃ → 1,100℃: 1 시간 가열, 10분 대기

         1,100℃ → 1,300℃: 1 시간 가열

      ii) 온도제어 조작선택 스위치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반응기의 온도

를 증가시킨다.

   17) 반응기 하부의 온도가 1,300℃에 도달하면 M 판넬의 [receiver up] 

push button을 눌러 금속전환체 수집용기를 상승시킨다.

   18) 공압실린더로 공급되는 분기관에 설치된 압력조절기를 1 kg/cm2

로 조절하고 M 판넬의 [stopper OPEN] push button을 눌러 반응

기 하부의 출구를 개방한다.

   19) 금속전환체 수집용기 하부에 load cell을 설치하 으며, M 판넬에 

부착한 지시계로부터 금속전환체의 회수량을 측정한다.

   20) M 판넬의 [receiver down] push button을 눌러 금속전환체 수집

용기를 하강시킨다.

   21) 가열을 중지한다.

      i) 유도가열로는 8)항의 역순에 의해 운전을 종료한다.

      ii) 유도가열로 코일 내부를 순환하는 냉각수는 반응기가 상온으로 

냉각될 때까지 계속 순환시키며, 냉각수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

기 위한 fan도 계속 작동시킨다.

   22) 금속전환 장치 및 공압에 의한 구동장치로 공급되는 알곤 가스 공

급관의 밸브 및 금속전환 장치의 기계장치 제어판넬로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금속전환 공정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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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9.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of metal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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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번호(작성일): Rev-1(2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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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MST-1. P&ID of molten salt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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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전환 장치의 설치를 완료하고 유도가열로에 의한 반응기 가열시험

을 수행한 결과, 탄소 재질에 대한 열팽창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응기 상부에 설치되는 교반기 모터의 지지대를 고정

하고, 탄소 반응기 플랜지 고정을 위한 상판을 별도로 제작하 으며, 반응기

의 팽창 및 수축 시에는 상판의 네 귀퉁이에 부착한 부싱을 이용하여 guide 

rail을 타고 이동하도록 하 다. 한편, 금속전환 반응에 요구되는 반응물질들

을 공급하기 위해 4 in. 직경의 screw feeder를 반응기 옆면을 관통하여 설

치하 으나, 반응기의 수직 방향으로의 팽창을 고려하여, screw feeder의 출

구를 반응기 상부로 이동하여 설치하 으며, 반응기 상부의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screw feeder의 직경을 2 in.로 축소하 다. 또한, 금속전환 공정 중

에 발생되는 고온 용융염 증기를 포집하기 위한 냉각기로 배출되는 배관과 

금속전환 장치의 플랜지 사이에는 bellows를 설치하여 열팽창에 의한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 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열팽창의 향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한 금

속전환 장치의 시운전을 수행하 다.

    1차 시운전을 위한 모의 사용후핵연료는 공기 산화장치에서 생성된 

U3O8 분말 25.76 kg에 CsI 180 g, Nd2O3 340 g, PdO 150 g, SrO 80 g, ZrO2 

140 g을 추가하여 혼합하 으며, 금속전환 반응에 환원제로 이용되는 리튬금

속은 4.13 kg(화학양론적으로 약 20 %의 과잉량)을 공급하고, 염화리튬은 

29.87 kg을 공급하 다.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의 운전절차에 따라 진공 및 알곤 가스 purge를 

9회 수행하여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내의 산소 농도가 약 2,100 ppm에 도

달하 을 때, 29.87 kg의 염화리튬을 금속전환 반응기에 공급하고자 하 으

나 염화리튬의 공급이 원활치 않았으며, 이에 따라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작

업자가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내부로 진입하여 염화리튬의 공급을 완료하

고,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함께 공급하 다. 금속전환 장치의 운전절차서에 

따르면 염화리튬을 공급하고 반응기를 650℃로 가열한 후, 용융된 염화리튬

을 교반하며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알곤 분위

기 로브박스 내부로 작업자가 재차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염화

리튬 및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함께 공급하 다. 반응물질을 공급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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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per는 금속전환 반응기 상부에 있으며, 반응물질의 공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속전환 장치의 구조물 상부로 올라가야 하나, 운전절차에 따를 

경우에는 반응기가 650℃의 고온으로 가열된 상태이다. 한편,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내의 산소 농도는 작업자의 진입 전에는 1,800 ppm이었으나, 작

업자가 나온 후에는 1.23 %까지 증가되었으며, 폐되어 있는 시료용기 내의 

리튬금속을 금속전환 반응기로 공급할 때 리튬금속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알곤 분위기를 다시 조성하여 산소 농도를 1,900 ppm으로 유지하 다. 염화

리튬과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전환 반응기에 공급한 후, 유도가열로에 의

해 반응기를 650℃로 가열하 으며, 약 100 rpm의 회전속도로 교반을 시작

하 다. 리튬금속을 금속전환 반응기에 공급할 때 screw feeder의 작동이 정

지되었으며, 교반기의 회전도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다. 교반기를 정

상 상태로 회전시키기 위해 두 개의 교반기 중 하나의 교반기에 대해 출력

을 증가시키며 기동을 여러 차례 시도한 결과, 최대회전수 약 500 rpm에서 

기동되어 즉시 회전수를 100 rpm으로 조절한 후,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머지 

하나의 교반기에 대해서 기동을 시도하던 중에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내

에서 충격음이 발생하 으며, 나머지 교반기도 회전되었다. 한편, screw 

feeder의 보수를 위해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내로 작업자가 재진입을 시도

할 때 금속전환 장치 뒤편에서 연기가 발생되며, 가열로 하부로 반응기 내부

의 내용물이 유출되어 운전을 종료하 다.

    파손된 탄소반응기 및 탄소반응기로부터 유출된 물질을 Fig. 6.49 및 

Fig. 6.50에 나타내었으며, 탄소 반응기의 파손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반

응기 팽창을 고려하여 가열로 외부의 4 각 구조물 위로 guide rail을 4 곳에 

설치하고, 반응기 상부의 플랜지에 고정된 상판이 guide rail을 타고 움직이

는 부싱을 부착하 으나, 4 개의 부싱이 일정하게 상승되지 못하여 교반기의 

회전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두 번째 교반기의 기동을 시도할 때 

충격음이 발생한 것은 반응기가 제자리를 찾을 때의 충격에 의해 반응기가 

파손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리튬금속을 주입한 직후 반응기 상부 온도가 

약 50℃ 급격히 상승하 으며, 이로부터 U3O8 분말과 공급되는 리튬금속과의 

격렬한 반응으로부터의 열 충격에 의해 반응기가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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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9. Damaged graphite crucible.

Fig. 6.50. Efflux from graphite crucible.

    1차 시운전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개선하 다. 반응기의 고정 방법을 하부 고정 방식에서 상부 고정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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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함으로써 가열에 의해 반응기가 하부로 팽창되게 하 으며, 반응기 하부

에는 유연성을 가진 12 mm 두께의 세라믹 판을 설치하여 반응기의 팽창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 다. 한편, 반응기 상부의 플랜지를 고정함으로써 플랜

지에 관통하는 교반기 축이 고정되어 교반기 회전 시의 안전성을 확보하

다. 탄소 반응기의 하부 출구를 막기 위한 yttria 재질의 stopper가 파손되었

으며, 이에 따라 탄소 반응기 출구 부분을 U-자관 형태로 가공하고 반응기 

하부의 내부 면과 동일하게 제작한 구리를 이용하여 반응 중에는 반응물질

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속전환체의 회수시에는 금속전환체와 함께 용융되어 

회수되며, 이후에는 U-자관 내부에 잔류하고 있는 금속전환체에 의해 반응

기를 폐한다.

    반응물질의 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hopper의 경사각을 증가하

으며, 염화리튬은 분말 형태에서 granule 형태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screw feeder의 모터 용량을 1/4 마력에서 1 마력으로 증가하 다. 한편, 반

응물질의 공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 및 방폭등을 추가로 설치하

다.

    2차 시운전을 위한 모의 시용후핵연료는 공기 산화장치에서 생성된 

U3O8 분말 26.00 kg에 CsI 180 g, Nd2O3 340 g, PdO 150 g, SrO 80 g, ZrO2 

140 g을 추가하여 혼합하 으며, 금속전환 반응에 환원제로 이용되는 리튬금

속은 4.12 kg(화학양론적으로 약 20 %의 과잉량)을 공급하고, 염화리튬은 

30.00 kg을 공급하 다.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의 운전절차에 따라 진공 및 알곤 가스 purge를 

6회 수행하여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내의 산소 농도는 약 2,040 ppm에 도

달하 으며, granule 형태의 염화리튬은 금속전환 반응기에 원활히 공급되었

다. 유도가열로에 의해 반응기를 650℃로 가열하고, 약 480 rpm의 회전속도

로 교반하며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금속전환 반응기에 공급하 다. 약 

30분 경과 후에 리튬금속의 공급을 시작하 으나, 1차 시운전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screw feeder의 작동이 정지되었으며, 일부 공급된 리튬금속에 의해 

금속전환 반응이 진행되도록 일정 시간 동안 계속 교반하며, 반응기의 온도

를 유지하 다. 

    2차 시운전에서 발생된 리튬금속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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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er를 제거하고 knife 밸브에 의해서만 리튬금속의 공급량을 조절하도록 

하 으며, hopper의 위치 변경에 따라 CCTV 카메라를 재설치하 다.

    3차 시운전은 2차 시운전에서 금속전환 반응기에 이미 공급된 염화리튬 

및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그대로 사용하 다.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의 운전

절차에 따라 진공 및 알곤 가스 purge를 6회 수행하여 알곤 분위기 로브

박스 내의 산소 농도는 약 1,700 ppm에 도달하 으며, 유도가열로에 의해 반

응기를 650℃로 가열하고, 약 450 rpm의 회전속도로 교반하며 리튬금속을 

공급하 다. 4.12 kg의 리튬금속은 두 개의 시료용기에 나누어져 있으며, 하

나의 용기에 충전된 약 2 kg의 리튬금속을 금속전환 반응기에 공급하고 다

른 하나의 용기에 충전된 리튬금속을 공급할 때 유도가열로 뒤편에서 화재

가 발생되어 모든 가열장치의 전원을 차단하 다. 한편, 반응기의 파손 여부

가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용융염 응고에 의해 교반기의 회전이 중지될 때까

지 교반하 다.

    금속전환 반응기에 공급된 리튬금속의 격렬한 산화반응를 방지하기 위

해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의 알곤 분위기를 서서히 공기 분위기로 조성하

으며, 작업자가 로브박스 내부로 진입하여 확인한 결과, 반응기는 파손

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1차 시운전의 경우에 반응기는 나사산에 의해 결합된 

부위만 파손되었으나, 3차 시운전의 경우에는 나사산에 의해 결합된 부위뿐

만 아니라 반응기 하부의 경사면이 시작되는 부분 전체가 원주방향으로 균

열되어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반응기의 파손은 응고되었던 용융염을 가열하

여 용융시키는 과정에서 용융염의 부피팽창에 의해 일차적으로 반응기에 실 

금이 갔을 것으로 여겨지고 그 후속으로 이트리아 코팅의 기능을 상실하

거나 약화된 반응기의 실 금과 탄소도가니의 이음 마디 나사산으로 용융 리

튬 금속이 침투되어 리튬카바이드(Li2C2)가 생성됨과 동시에 리튬 금속이 누

출되어 화재가 발생되고 반응기가 추가 파손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차례의 용기 파손 결과와 추정되는 원인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

한 시간과 대책이 필요함을 암시하 으며, 장치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산화리

튬이 용해된 고온 용융염 취급 재료 및 장치의 설계에 대한 연구와 다른 한

편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염화물 전환 단위공정을 거치는 금속전환 연구를 

병행시킬 필요성이 강력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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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전기분해 장치

1. 개요

  제 4 장에서 언급한 용융염 혼합물의 전기분해 기초실험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 중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 과

정에서 발생되는 다성분 용융염으로부터 리튬금속을 회수, 순환시키기 위한 

mock-up 전기분해 시험장치를 알곤 분위기를 유지하는 로브박스 내에 제

작/설치하 다.

    여기에서 채택한 전기분해 장치는 다성분 용융염으로부터 산화리튬 만

을 선택적으로 전기분해시켜 리튬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2극 정전압 전기분

해 운전 방식을 이용한 장치로서 cathode에서 환원된 리튬금속이 반응기 내

부의 용융염 상층부에 떠돌아다니며 야기될 수 있는 cathode와 anode 사이

의 전기 방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그네시아 격막을 cathode chamber

와 anode chamber 사이에 설치하는 개념을 도입하 다.

    기초 실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anode의 표면적이 전류의 세기에 향

을 줌으로 가능한 한 anode의 표면적을 넓히면서 교체가 용이토록 그 구조

와 배열에 신중을 기하 으며 최종적인 cathode와 anode의 표면적 비는 

1:3.5가 되도록 하 다.

    회수된 리튬금속은 siphon 이송법으로 전기분해 장치의 상부로부터 인

출하는 개념이며 전기분해 잔사는 장치의 하부에 설치된 열밸브를 통하여 

배출토록 구성시켰다.

    본 연구는 기초 실험에서 확보한 운전 조건을 mock-up 시험 장치에 적

용하 을 때 나타나는 운전 특성을 조사하고 실증 시험용 장치를 설계할 때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반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설계 및 제작

  본 장치는 금속전환 공정에서 발생되는 다성분 용융염계로부터 용융염 전

기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리튬금속을 회수, 순환하기 위한 장치로 알곤 분위

기 로브박스 내에 설치하 다. 이 장치는 Fig. 6.5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

기분해조 및 잔류 용융염 회수시스템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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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1. Assembly drawing of electro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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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전기분해조

    전기분해조는 주 반응기와 반응에 요구되는 운전온도까지 가열하기 위

한 가열로, 주 반응기 상부에 설치되는 전극 및 액면계, 양극실과 음극실을 

분리하기 위한 격막 등으로 구성된다.

  (1) 주 반응기

     주 반응기는 Fig. 6.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접선이 없는 16 in. 파이

프(Sch. No. 40, 길이: 960 mm, 재질: STS-316L)를 사용하 으며, 반응기 

상부에 용융염 저장탱크로부터 공급되는 용융염 공급관, 운전이 종료된 후, 

잔류 용융염을 배출하기 위한 반응기 하부의 용융염 배출관, 고온에서 발생

되는 용융염 증기를 포집하기 위한 냉각기에 연결되는 용융염 증기 배출관

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공급관 및 배출관은 1½ in. 파이프(Sch. No. 80, 재

질: STS-316L)를 사용하 다.

Fig. 6.52. Electro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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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기 상부에는 전동 모터 및 worm 기

어에 의해 체결되는 플랜지를 사용하여 반응기를 폐하 으며, 플랜지에는 

각종 전극 및 액면계의 하중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지지관(1½ in. Sch. No. 

80 파이프, 재질: STS-316L)을 설치하 다.

  (2) 가열로

     전기분해조는 외부의 전기저항식 가열로(용량: 30 kW, 440 V, 3ø)에 

의해 가열되며, 가열로는 반원 형태의 두 부분으로 분리되는 구조로 가열로

를 관통하는 용융염 주입관은 가열로의 분리되는 면을 이용하 다. 한편, 

Fig. 6.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융염의 이송 시에 용융염의 응고로 인한 배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융염 공급관에 5 kW 용량의 보조 가열로를 

설치하 으며, 전기분해 공정이 종료된 경우에 잔류 용융염을 배출하기 위해 

반응기 하부의 용융염 배출관 역시 5 kW 용량의 보조 가열로를 설치하 다.

Fig. 6.53. Clamping device for flange of electro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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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기분해 전극

     전기분해 전극은 1 개의 cathode와 6 개의 anode로 구성하 다. 

Cathode 및 anode는 공히 고순도 등방성 흑연 재질을 사용하 으며, Fig. 

6.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thode의 규격은 ø90×1117.6L mm이고, anode의 

규격은 ø70×1017.6L mm이며, Fig. 6.54에서 플랜지와 맞닿게 되는 빗금친 

부분은 절연을 위해 알루미나 재질의 애자로 덮개를 씌었다.

(a) Cathode

(b) Anode

Fig. 6.54. Graphite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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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hode는 Fig. 6.55의 마그네시아 격막(I.D. 160×867.6L mm) 내부 중

앙에 설치하 으며, 6 개의 anode는 Fig. 6.56에서 보는 바와 정육각 배열의 

모서리에 각각 설치하 다.

Fig. 6.55. Magnesia diaphra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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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6. Disposition of anodes.

    한편, 전기분해조에 공급되는 용융염의 위치와 리튬금속과 용융염의 계

면을 측정하기 위한 액면계를 설치하 으며, Fig. 6.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액면계는 460 mm 길이의 S-type(4 개) 및 850 mm 길이의 L-type(2 개)의 

두 가지 형태로 제작하 다. S-type 및 L-type에 관계없이 직경은 14 mm이

고, 고순도 등방성 흑연 재질을 사용하 으며, 센서 외부는 마그네시아 재질

로 피복하 다. Fig. 6.58에 제작 완료된 탄소전극 및 액면계와 반응기 내부

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대 삽입관(내경: 7 mm, 길이: 792.4 mm, 재질: 

마그네시아)을 나타내었으며, Fig. 6.53에는 전기분해조에 설치된 모습을 나

타내었다.

 나. 잔류 용융염 회수시스템

    전기분해 공정이 종료되면 외경 20 mm의 탄탈륨 이송관을 통해 진공

흡입 방식으로 리튬금속을 회수하고, 전기분해조 하부의 보조 가열로에 의해 

용융염 배출관을 가열함으로써 전기분해조 내부에 잔류하는 회수가치가 없

는 용융염을 배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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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type

(b) S-type

Fig. 6.57. Level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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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de

Anode

Thermocouple protection tube

Level sensor(S-type)

Level sensor(L-type)

Fig. 6.58. Photograph of level sensor, TC protection tube, and electrode.

    잔류 용융염 회수시스템은 전기분해조 하부에 위치하며, Fig. 6.51 및 

Fig. 6.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수용기(재질: STS-316L, 규격: ø500×400H 

mm), 수동으로 이동 및 고정되는 회수용기 이동대차 및 전기모터에 의해 구

동되는 상하이송장치(Fig. 6.60)로 구성하 다.

Fig. 6.59. Removal system of molten sa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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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0. Lifting device for removal tank of molten salts.

 다. 배관 및 배선

    배관 및 배선은 장치 구조물을 이용하여 지지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장

치의 탈부착시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설치하 다. 전선의 연결 부위는 quick 

connector를 사용하 으며,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의 벽체를 관통하는 전선

관은 feed-through 방법에 의해 연결하 다. 한편, Fig. 6.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분해 장치의 가열 및 온도제어, 잔류 용융염 상하이송장치의 작동

을 위한 조작용 스위치로 구성된 제어반을 설치하 으며, 제어반의 입력 전

원은 440 V, 3상으로, 알곤 분위기 로브박스 외부의 운전제어실에 설치하

다.

3. 운전방법 및 결과

  전기분해 장치는 금속전환 공정에서 발생되는 다성분 용융염계로부터 용

융염 전기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리튬금속을 회수, 순환하기 위한 장치로, 전

기분해 반응에 의해 생성된 리튬금속의 재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알곤 분위

기에서 운전되어야 하며, 운전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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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1. Control panel of electrolyzer.

  1) Li2O의 함량에 따라 650℃에서 750℃ 범위에서 운전되는 본 장치는 전

기 분해조 상단의 용융염 공급관을 통하여 적정 온도로 가열된 상태에

서 전기 분해조로 공급되며, 용융염 계면이 액면계에 도달하면, 용융염

의 공급을 중단한다.

  2) Potentiostat를 이용하여 전기분해 전극에 3 V의 직류전압을 공급하여 

Li2O의 전기분해 반응을 수행함으로써 리튬금속이 생성되며, 전기분해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전기분해조 내부의 온도를 혼합용

융염의 융점으로 유지한다.

  3) 전기분해 반응에 의해 마그네시아 격막 내부의 cathode chamber에는 

환원된 리튬금속이 생성되어 용융염 상부에 액체 상태로 고이게 되고, 

격막 외부의 anode chamber에서는 CO2 가스가 생성되어 기체 배출구

를 통하여 배출된다.

  4) 환원된 리튬금속은 재산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리

튬금속 회수관을 통하여 고순도의 알곤 가스를 cathode chamber 내부

로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공급된 알곤 가스는 마그네시아 격막 상부에 

위치하는 2 개의 구멍을 통해 anode chamber로 유입되도록 하며, 최종

적으로는 이곳의 CO2 가스와 함께 기체 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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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또 다른 액면계에 의해 리튬금속과 복합 용융염의 계면을 측정함으로써 

전기분해 반응이 일정 수준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3 V의 직

류 전원 공급과 알곤 가스 공급을 중지하고 생성된 리튬금속은 진공흡

입 이송 방법에 의해 리튬금속 회수관을 통하여 리튬금속 수집탱크로 

이송/저장한다.

  6) 리튬금속의 이송이 종료되면 전기분해조에 잔류하는 복합 용융염을 전

기분해조 하부에 설치된 용융염 배출구를 통하여 복합 용융염 수집탱

크로 배출시킨다.

    전기분해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설치를 완료하고 전극 사이의 절연시험 

및 전기분해조 하부에 설치한 상하이송장치의 구동시험으로부터 양호한 결

과를 얻었으며, 가열로는 탄소전극의 산화 문제로 인하여 약 50∼100℃의 저

온에서 가열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가열로 내부의 발열체에 대한 단락 여부를 

확인하 다. 한편, 제 6 장 3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금속전환 공정이 원활

히 수행되지 못 한 결과에 의해 금속전환 공정에서 발생되는 복합 용융염을 

확보하지 못 하 으며, 이로 인해 전기분해 장치의 시운전은 수행하지 못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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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주조 장치

1. 개요

사용후핵연료 관리공정 중 금속전환 공정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에서 전

환된 금속우라늄을 봉의 형태로 성형하여, 저장용 금속 봉을 주조하는 공정

이 있다[7]. 이 저장 금속 봉은 지름 13.5 mm, 길이 최대 3,800 mm로 가늘

고 긴 형태로 캐니스터에 넣어 저장하게 된다. 이러한 긴 형태의 바는 일반

적인 중력 주조 방법으로는 결함 없이 주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

수 주조 방법인 방향성 응고 방법과 연속 주조 방법을 적용하여, 사용후핵연

료 금속 저장봉 주조에 적합한 방법을 택하고, 또한 최적의 주조 공정을 개

발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8].

    방향성 응고 방법은 우라늄 용탕을 지름 13.8 mm, 길이 1,200 mm의 석

관에 주입하고, 온도 구배를 조절하도록 장치를 설계 제작하 고, 건전한 

우라늄 봉이 얻어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 다.

    연속주조 방법은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늘고 긴 바를 

생산할 때 적합한 방법으로, 구리, 강, 알루미늄, 금 등 다양한 금속을 용탕

으로부터 최종 제품인 바를 직접 생산하는 방법으로, 재래식의 용탕으로부터 

괴를 얻고, 이 괴를 재가열하여 압연, 인발 과정을 통해 바를 생산하는 방법

에 비교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인 금속 중 연성이 좋은 

재료는 연속주조에 적합하나, 우라늄과 같이 연성이 부족한 금속을 연속 주

조할 때는 인출 시 단락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우라늄의 연속주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연속주조 장치를 제작하기 전에 기존의 석 관 

형태의 고주파유도로를 개조하여 진공 상태에서 우라늄을 연속주조 하여 보

았다. 이 실험을 통해서 지름 30 mm, 길이 160 mm의 우라늄봉을 인출할 수 

있었고, 우라늄도 연속주조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었다. 따라서 불활성분위

기에서 수직으로 연속주조할 수 있는 연속주조 장치를 개발하 다. 이 장치

를 사용하여 지름 13.7 mm, 최대 길이 1,300 mm의 결함이 없는 건전한 우

라늄 봉을 인출할 수 있었으나, 장입한 우라늄 용탕을 전부 인출하는데는 실

패하 고, 앞으로 최적의 우라늄 연속주조 공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몰드 

재질, 인출 속도, 용탕 온도 등 여러 변수에 대한 보다 정 한 연구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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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겠다.

2. 방향성 응고장치

지름이 가늘고 긴 주조 봉을 주조하기 위해, 용탕을 주형 몰드에 붓게 되

면 용탕이 입구에서 막히고, 수축공 등 일반 주형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방향성 응고 주조장치를 개발하 다. 가늘고 긴 주형에서 발

생하기 쉬운 기공 및 수축공을 제어하기 위하여 주형을 4 개 부위로 나누어, 

각각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주형 예열 장치를 갖춘 진공 용해 주조로를 설

계하 다. 또한 흑연 주형 대신 석 관을 주형으로 사용하고, 출탕봉에 의한 

기존의 출탕 방법 대신 판상형 지르코니아 노즐을 이용한 새로운 출탕 장치

를 고안하여 적용하 다. 이 장치를 사용하여 주형의 4 부위에 온도구배를 

주어 직경 13.5 mm, 길이 1,200 mm의 우라늄 금속봉을 성공적으로 주조하

다. 또한 응고 해석을 하기 위하여 상용 응고 해석 프로그램인 Magma를 

사용하여 수축공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 및 용탕의 응고 거동을 해석하 다. 

 가. 설계 및 제작

  (1) 용해 장치 및 도가니

   (가) 고주파 유도 가열 장치

우라늄은 공기와 접촉하면 반응성이 심하기 때문에 진공 또는 불활

성 분위기에서 용해와 주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라늄을 용해하는 방법은 

전극을 사용한 아크용해와 유도전류의 저항열을 이용하는 유도 용해 방법으

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아크 가열방식은 균일한 극간 간격 조정이 어렵고 아

크 부분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진공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합금원

소의 융점이 특별히 높을 경우 또는 탄소 혼입을 특별히 제한해야 할 경우

를 제외하고는 주로 고주파 유도 가열 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

후핵연료 저장 금속봉을 주조하기 위한 용해 방법으로 고주파 유도가열 방

법을 채택하 다. 고주파 전원은 교류 효율이 크고 전력원의 개폐가 용이하

며 소음이 적은 사이리스터 인버터(thyrister inverter-SCR type) 방식으로 

선정하고 주파수는 고주파 전류의 침투깊이를 고려하여 3 kHz로 정하 다. 

이론적으로 γ철의 경우에 3 kHz의 주파수에서 전류의 침투깊이는 약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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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이다. 고주파 가열장치의 출력은 철강 용해용량 1 ton/bat. 미만에서 일

반적으로 이론적 열량 계산의 약 3 배를 기준하는 방식을 따랐으며 우라늄 

50 kg, 흑연 5 kg을 상온으로부터 1,500℃까지 30분 이내에 가열할 수 있는 

용량을 기준 하여 75 kW로 선정하 다. 고주파 유도 코일은 흑연 도가니의 

크기와 용해하고자 하는 우라늄의 양에 따라 필요한 열량이 결정되고 그 열

량은 코일 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1차적으로 시험 주조하려고 목표한 우라

늄 저장 금속봉의 크기는 직경 13.5 mm, 길이 1,200 mm로 정하 기 때문에 

고주파 유도 코일의 크기도 여기에 맞추어 코일의 직경 22 mm, 권경 250 

mm, 높이 230 mm로 설계하 으며, 코일의 간격은 도가니 하부 쪽에 발열량

을 크게 하기 위하여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도록 하 다. 또한 

코일의 표면은 방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리콘 바니스를 도포하 다.

   (나) 용해 챔버

용해로의 진공 챔버는 스테인레스(STS304) 강판을 사용하여 2중 구

조의 원통형으로 제작하여 바깥 원통과 안쪽 원통 사이는 물론 챔버 바닥과 

상부 뚜껑에도 냉각수가 순환되도록 제작하 다. 챔버의 크기는 가열 코일로

부터 내벽에 유도전류의 향이 미치지 않는 거리와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내경 600 mm, 높이 500 mm로 제작하 다. 챔버의 상부 뚜껑에는 2 개의 투

시창을 설치하여 가열 도중 도가니 내부를 관찰하고 pyrometer로 원료 물질

의 가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뚜껑 중앙에 한 개의 예비구(spare 

port)를 설치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직경 180 mm, 행정 

50의 공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상부 뚜껑을 여닫도록 제작하 다.

   (다) 도가니

도가니 재료는 G-330급 흑연을 사용하고 고주파 전류의 침투깊이를 

고려하여 두께를 17 mm로 하고 도가니가 가열됨으로서 발열체 역할을 하여 

내용물이 가열되도록 하 다. 도가니의 크기는 직경 13.5 mm, 길이 1,200 

mm의 우라늄 금속봉 1개를 주조 할 수 있는 1 mold 주형을 생각하여 우라

늄 5 kg을 기준으로 장입 충전율이 약 50 % 정도 되도록 내용적을 약 500 

㎤로 제작하 다. 또한 출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가니 바닥면은 수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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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30°의 경사를 주었으며 용탕의 출구는 탕구 직경의 변경이 필요

할 때 탕구만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소케트 형식으로 제작하여 끼워 맞추

도록 하 다. 또한 용탕과의 반응으로 탄소가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ZrO2가 주성분인 holcote#110을 도가니 내부에 도포하여 사용하도록 하

다.

  (2) 주조 장치

   (가) 용탕 주입 장치

우라늄 주괴(ingot)를 주조할 때 출탕하는 방법은 주로 bottom-pour 

방식으로 도가니 바닥의 출탕구를 막고 있는 마개를 제거하여 용탕이 자중

에 의하여 주형 속으로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이 방법은 

pouring rod를 도가니 내부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원료를 도가니에 장입 

하는 것도 불편 할 뿐만 아니라 우라늄 용탕과 반응을 피하기 위하여 도포

(coating)를 해야 하며 작업 후에 pouring rod에 우라늄 용탕이 묻기 때문에 

재사용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방사성 폐기물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출탕 방법을 달리하여 설계 제

작하 다. 즉 도가니의 하단부에 도가니 재료와 동일한 흑연으로 가공한 노

즐 가이드를 부착하고 출탕구와 노즐 가이드 사이에 세라믹 노즐을 삽입하

여 공압으로 작동하는 push rod로 세라믹 노즐을 어 도가니의 출탕구 구

멍과 노즐 구멍의 중심을 일치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출탕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하 다. Fig. 6.62는 용해로와 주조장치의 조립부분 및 공압에 의해 작동

하는 출탕 장치를 나타낸 것이며 Fig. 6.63은 노즐가이드와 도가니의 조립 

방법을 상세하게 나타낸 것이다.

    노즐은 ZrO2가 주성분인 세라믹 소결체(94.5 % ZrO2 + 5 % Y2O3)를 사

용하여 제작하 으며, Table 6.10에 그 사양을 나타냈다. 이 경우 노즐이 원

활하게 작동하면서도 동시에 용탕이 스며 나오지 않도록 노즐 상부 면과 도

가니 출탕구 사이에 적절한 틈새를 주어야 하는데 세라믹 노즐과 흑연 노즐

가이드의 열팽창을 고려하여 노즐과 노즐 가이드의 틈새를 약 0.1 mm로 정

하 다. 노즐 구멍의 크기는 실험에 의하여 적절한 출탕 속도를 정할 수 있

도록 2 mm∼6 mm 까지 5 종류로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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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2. Drawing of pouring system and crucible assembly.

Graphite crucible

Nozzle guide

ZrO2 Nozzle

Fig. 6.63. Drawings of pouring nozzle guide and cruc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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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0.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ceramic nozzle

Physical properties
 Chemical 

composition(%)

Apparent specific gravity(g/㎤)             6.05

Thermal conductivity(W/m-K)             29.3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10-6)   10 at 1,000℃

Thermal shock resistance(ΔT℃)           280

Compressive strength(kg/㎠)                 8

Bending strength(kg/㎠)                  12,000

Hardness(Hv)                             1,200

Service temperature(℃)             2,000(Max),

                                   1,800(common)

ZrO2     94.5

Y2O3      5.0

기타      0.5

 

 

 

 

 

 

 

   (나) 주조로체

사용후핵연료 저장 금속봉의  설계 길이는 3.8 m 이지만 본 장치는 

1.2 m를 기준으로 제작하 다. 주조해야 할 제품이 비교적 길이가 길고 가는 

봉형이기 때문에 용탕이 응고하기 전에 출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주형을 

일정한 온도까지 예열 해야만 한다. 우라늄의 응고 온도가 1,130℃이므로 출

탕할 때 주형의 어떤 부위에서든 이 온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응고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기체를 주형 상부로 부상시키기 위하여 하부에서 

상부로 응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온도 제어가 가능한 주형가열 장치가 필요

하 다. 따라서 가열 부위를 4 개로 하고 각 가열원의 온도 조절은 P.I.D 제

어방식을 채택하 으며 4 개의 온도 제어기 사이에 접점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온도제어기를 선택하여 주형 냉각 단계를 자동으로 제어하도록 하 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입력에 따라 1번 가열선이 냉각되기 시작하여 일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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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경과한 후 2번 가열선이 냉각을 시작하고 같은 방법으로 3번, 4번으로 

냉각이 진행되도록 하 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세라믹 단열재와 비교하여 

분진 등의 환경오염이 없고 700℃ 이상으로 열선이 가열될 경우 내부 투시

가 가능하며 열을 전반사 시킴으로써 단열 효과가 뛰어난 금경(gold mirror)

을 단열재로 사용한 고온 투명 전기로를 주형 가열로로 선택하 다. 가열 코

일의 안쪽에는 내경 57 mm, 외경 62 mm의 석 관을 조립하여 용해 챔버와  

플랜지로 연결시켜 용해 챔버와 동일한 진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으

며 플랜지에는 O-ring을 삽입하여 기 을 유지하도록 하고 냉각수가 흐르도

록 하여 O-ring이 열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 다.

    주조로체를 용해 챔버와 연결하고 분리하기 위한 상승/하강 장치는 직경 

50 mm, 행정 90 mm, 사용압력 1-9 kgf/㎠의 공압 실린더(pneumatic 

cylinder)를 사용하 다. 또 주조 전에 주형 집합체(주형, 주형 보호관)를 조

립하여 설치하고 주조 후 해체하여 주물을 꺼내기 위해서 주조로체를 열고/

닫고 하며 체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회전용 공압 실린더(회전각 180°/90°, 

허용 에너지 2.3 kgf․cm)를 사용하 다.

    주형은 흑연 주형과 석 (quartz) 주형을 비교하 을 때 흑연은 열전도

도가 높고 내열성이 우수하지만 정 한 치수로 가공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

라 가공비도 많이 들고 우라늄 주조봉에 탄소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형 내부에 도포(coating)를 해야하기 때문에 공정이 번거로운 반면 석  주

형은 열적인 성질은 떨어지지만 표준 규격품의 관을 간단히 가공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비용도 흑연보다 적게 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석  관을 주형으로 사용하도록 하 으며 출탕 중에 석  주형이 파손될 수 

있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고 열전달을 양호하게 할 수 있도록 흑연 보호관

을 제작하여 그 속에 석  관 주형을 설치하도록 설계 제작하 다. Fig. 6.64

는 주조로체의 주요 부품을 나타낸 것이며, Fig. 6.65에는 주조장치 및 온도

제어반을 나타내었다.

  (3) 진공장치

     우라늄은 강한 산화성 때문에 용해 및 주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활

성 분위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치는 진공 분위기에서 용해 및 주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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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mirror

Flange(cooling water jacket)

하부  cooling water jacket

Vacuum tube(quartz) 

Mold(quartz)

Heater(kanthal) 

공압  actuator

Graphite 보호관

180o

Fig. 6.64. Schematic drawing of casting mold assembly.

이 이루어지도록 설계 제작하 으며 사용 진공도는 10-3 torr를 기준하여 제

작하 다. 로타리 펌프와 diffusion 펌프를 조합하여 고진공(10-5 torr) 분위기

까지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 다. 브르돈 게이지를 챔버의 상부에 장착하여 

로타리 펌프의 가동 초기에 챔버 내부의 압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으며 analog type의 피라니 게이지(pirani gauge)와 penning gauge를 부착

하여 저진공에서 고진공까지 챔버의 진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각 연결구 및 플랜지의 폐는 바이튼 링을 사용하여 유지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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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5. Photograph of a casting equipment with a temperature gradient.

  (4) 냉각장치

     발진기 내부의 인버터 회로와 유도 코일 내부, 용해 챔버, 주조로 상하 

플랜지, diffusion pump를 냉각하는 냉각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순환하도록 

하 으며 발진기 회로 냉각계통의 부식 및 스케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수

를 사용하도록 하고 시스템은 열교환기, 순환펌프, 보조탱크로 구성하 다. 

열교환기는 용수를 순환시키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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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험 방법 및 결과

  (1) 시운전 및 예비 시험

     설계 제작한 방향성 주조장치의 성능시험을 위해서 구리를 원료로 사

용하여 시운전을 실시하 다. 주로 진공 배기 성능, 용해장치의 정상적인 성

능과 출탕 노즐의 원활한 작동여부, 주형 가열장치 성능 및 주조봉의 성형 

상태를 관찰하 다. 진공 배기 성능은 rotary pump 작동 후 약 12분만에 

diffusion pump 작동압력(2.5×10-2 torr)에 도달하 으며 고진공 밸브를 열고 

약 10분 후에 1×10-4 torr의 진공에 도달하 다. 누설 시험에서는 1.5×10-3 

torr의 진공에서 밸브를 모두 닫고 약 5분 후에 5×10-3 torr 로 압력이 상승

하 다. 이것은 챔버 안에 설치된 도가니 및 단열재 등 내용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 정도의 성능은 우라늄 금속봉을 주조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용해장치 및 주조장치 성능시험에서는 내부에 ZrO2가 주성분인 

holcote#110을 도포한 흑연도가니에 구리 1.55 kg을 장입하고 5 kW/2.2 kHz 

로 10분, 10 kW/2.4 kHz로 45분 동안 가열한 후에 pyrometer로 측정한 온도

가 1,400℃에 도달하 을 때 출탕을 시도하 다. 주형의 가열은 승온 시간 

73분, 가열온도는 4 개의 heating zone을 동일하게 1,000℃로 설정하 으며 

냉각방법은 각 heating zone이 950℃까지 냉각되었을 때 다음 heating zone

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냉각이 시작되도록 하 다. 첫 번째 출탕에서는 공압

으로 작동하는 출탕 노즐이 작동하지 않아서 출탕에 실패하 으나 장치를 

냉각시킨 후 출탕 장치를 해체하여 노즐이 슬라이딩하는 노즐 가이드와의 

접촉면적이 최소화하도록 안내면을 가공하고 열팽창을 고려하여 노즐과 노

즐가이드 사이에 약간의 틈새(0.2 ∼ 0.3 mm)를 갖도록 조립하여 설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열한 후 출탕을 시도하 다. 출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

으며 주조된 구리봉의 무게는 1.53 kg으로 도가니의 용탕이 거의 완전히 주

형 속으로 주입되었다. 주조된 봉의 직경은 13.7 mm로 주형의 내경에 대하

여 약 2.1 % 정도 수축되었고 주조봉의 표면은 기공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

으며 상부로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하 다. 출탕 노즐의 직경과 주형 온도 설

정을 변화시키면서 같은 방법으로 7회의 시험을 수행한 결과 주물 표면의 

기포형성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용해장치와 주형 가열장치 및 출탕 장치의 

성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 다. 주형 가열장치는 승온 시간을 90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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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 을 때 1,100℃까지는 무리 없이 가열 할 수 있었다.

   

  (2) 우라늄 금속봉 주조시험

     실제로 우라늄을 용해하여 주조할 때 ZrO2 판상형 노즐을 이용한 출탕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와 온도 구배를 이용한 방향성 주조 장치의 성

능을 시험하고 기포 및 결함이 없는 건전한 주조봉을 성형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주형온도 구배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조시험을 수행하

다.

   (가) 실험방법

    1) 흑연 도가니 및 주형 준비

      우라늄을 용해할 때 흑연과 반응하여 탄소가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흑연 도가니의 내면을 도포하 다. 도포재는 한국 호세코(주)의 ZrO2

가 주성분인 Holcote#110을 사용하 고 도포방법은 슬러리를 잘 저어서 물에 

적신 붓을 이용하여 얇게 칠한 다음 완전히 건조시킨 후 그 위에 약 0.1 

mm정도의 두께로 덧칠하여 dry oven 에서 건조시켰다. 주형은 내경 14 

mm, 두께 2.5 mm의 석  관을 사용하고 주형 내부는 도포재를 바르지 않았

다. 주형이 손상될 경우를 대비하여 두께 5 mm의 흑연 보호관 속에 주형을 

설치하 다.

    2) 원료 및 장입

본 실험에 사용한 우라늄 원료는 독일 NUKEM 사에서 수입한 감손 

우라늄 궤를 사용하 으며 제조회사에서 분석한 화학성분은 Table 6.11과 같

다. 띠톱기계(band sawing machine)로 절단하여 공업용 아세톤으로 절삭유 

등의 흡착물을 세척한 후 건조시켜 장입하 다.

 

    3) 용해 및 주조

용해 사이클은 5 kW/2.2 kHz의 출력으로 20분간 가열한 후 10 

kW/2.4 kHz로 출력을 높여서  20분간 가열하고 다시 12 kW/2.5 kHz의 출

력으로 10분 동안 가열하여 용탕 온도 1400℃ 근처에서 약 3분간 유지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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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1. Chemical composition of uranium derby

Ag

(ppm)

B

(ppm)

Cd

(ppm)

Cr

(ppm)

Cu

(ppm)

564 109 69 139 20

Fe

(ppm)

Mn

(ppm)

Ni

(ppm)

Si

(ppm)

Zr

(ppm)

397 129 9 417 9

U234

(wt%)

U235

(wt%)

U238

(wt%)

≤ 0.001 0.247 99.752

출탕하 다. 용해가 시작되어 출탕이 완료될 때까지 챔버 압력은 3×10-3 

torr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 다. 방향성 주조가 이루어져 기공, 수축공 등의 

결함을 주물 상부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형 예열 온도에 변화를 주고 출탕 

후 각 가열 부분이 단계적으로 냉각되도록 온도 구배를 주어 건전한 주물을 

형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온도를 발견코자 하 다. 주형 가열 장치의 가열부

위는 하부로부터 No. 1, No. 2, No. 3, No. 4로 정하 다. Table 6.12에 각 

시편에 대한 실험조건을 나타냈다.

    4) 해체 및 청소 

도가니 및 주형이 상온까지 냉각된 후 용해 챔버 내부의 진공을 제거

하여 대기압 상태로 만든 다음 주조 챔버로부터 주형 집합체를 꺼내어 흑연 

보호관을 분해하고 석  관 주형을 해체하여 주물의 외관을 검사하 다. 도

가니에 잔류하는 skull은 핵물질 관리 대상으로 분리하여 철제 드럼통에 보

관하고 도가니 내부의 도포재와 해체한 주형 잔해물은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폐기물 수거용 드럼통에 넣어 관리하도록 하 다. 도가니 

skull 제거 및 주형 해체 작업은 폐된 로브박스 내에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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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2. The experimental condition and results of directional

           solidification casting of uranium

            시편번호

 실험조건
SFU-1 SFU-2 SFU-3 SFU-4

  원료

  장입

DU(kg)
nukem

3.29

nukem

3.32

nukem

3.14

nukem

3.36

합금원소 - - - -

  용해

용해온도(℃) 1,395 1,395 1,400 1,405

평균승온속도

(℃/min)
23.7 23.6 24.6 22.9

진공도(torr) 2×10-3 2×10-3 2.5×10-3 2.5×10-3

총가열시간

(min)
58 58 56 60

  주형

  예열

Zone No. 1(℃) 1,100 1,100 1,160 1,160

Zone No. 2(℃) 1,100 1,100 1,160 1,160

Zone No. 3(℃) 1,100 1,100 1,160 1,160

Zone No. 4(℃) 1,100 1,100 1,160 1,160

  출탕

노즐 크기(mm) φ5 φ5 φ5 φ5

출탕 온도(℃) 1,400 1,398 1,403 1,402

진공도(torr) 2×10-3 2×10-3 - 2.5×10-3

  냉각

step down(℃) -150 -20 - -80

평균냉각속도

(℃/min)
24 24 - -

  결과

중량(kg) 3.06 3.22 출탕실패 3.23

직경(mm) 13.7 13.7 - 13.7

길이(cm) 114 117.5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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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2. The experimental condition and results of directional

           solidification casting of uranium(continued)

          시편번호

 실험조건
SFU-5 SFU-6 SFU-7 SFU-8 SFU-9

 원료

 장입

DU(kg)
nukem

 3.14

nukem

3.23

kaeri

3.49

nukem

3.2

nukem

3.25

합금원소 - - - - -

 용해

용해온도(℃) 1,406 1,404 1,400 1,405 1,400

평균승온속도

(℃/min)
22.8 25 25.4 24.7 -

진공도(torr) 2.5×10-3 2×10-3 3×10-3 2.5×10-3 3×10-3

총가열시간

(min)
62 54 55 56 54

 주형

 예열

Zone No. 1(℃) 980 1,000 1,000 1,000 1,000

Zone No. 2(℃) 1,020 1,030 1,030 1,030 1,030

Zone No. 3(℃) 1,070 1,070 1,070 1,070 1,070

Zone No. 4(℃) 1,120 1,120 1,100 1,100 1,120

 출탕

노즐 크기(mm) φ5 φ5 φ5 φ6 φ6

출탕 온도(℃) 1,407 1,403 1,403 1,405 1,405

진공도(torr) 2×10-3 2×10-3 3×10-3 3×10-3 3×10-3

 냉각

step down(℃) -1 -1 -1 -1 -1

평균냉각속도

(℃/min)
- 30.5 30.5 - -

 결과

중량(kg) 2.95 3.06 3.42 3.09 3.15

직경(mm) 13.7 13.7 13.7 13.7 13.7

길이(cm) 109 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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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험결과

       본 연구과제에서 제작한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봉 주조 장치를 이용

하여 우라늄 금속봉 주조시험을 수행한 결과 방향성 주조방법을 이용하여 

가늘고 긴 우라늄 금속봉을 주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또한 출탕  

작업 시 조작이 간편하고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이 없이 반 구적으로 반복

사용이 가능한 판상형 세라믹 노즐을 이용한 출탕 장치가 성공적으로 사용

되었으며 주형 가열장치의 성능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련의 주조실

험을 통하여 출탕 직전 용탕의 온도와 주형의 온도 구배를 적절히 제어함으

로써 수축공 및 기공 등의 결함의 발생이 적은 우라늄 금속봉의 주조가 가

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난 주조 시편들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SFU-1

주물의 표면상태는 기포가 없이 양호하나 주물 하단에서 47 ㎝ 부분

에 Fig. 6.66과 같은 약 1.5 cm 크기의 공간이 형성되었으며 주형의 하단 곡

면 부에서 주물의 하단이 약 1.4 cm 위쪽으로 들려 있는 상태 다. 이것은 

응고수축에 의한 수축공으로서 주물이 응고할 때 각 가열부의 온도차가 크

고 응고속도가 불균일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6.66. Defect on SF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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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FU-2

      주조시편 SFU-2는 각 가열부가 설정 가열 온도에서 -20℃만큼 하강

하 을 때 다음 가열부의 냉각이 시작되도록 냉각 단계를 설정하여 응고시

킨 것이다. 이 결과는 하단으로부터 50 cm 부분에 약 2∼3 mm의 수축공이 

형성되고 43 cm 부근에 약 2 mm 크기의 수축공이 형성되었다. 또 주물 상

부 쪽(하단으로부터 110 cm)에 약 2 cm 크기의 수축공이 발생하 다.

    3) SFU-4

      주형 하단 곡면부에서 주물의 하단이 약 3 mm 정도 올라가 있는 상

태 으며 주물 하단에서 45.5 cm부터 48 cm까지 단락되어 공간이 형성되어 

있었다. 주조 결함의 발생 위치와 형태가 SFU-1과 유사하 다.

    4) SFU-5

      응고할 때 주형의 전 길이에 걸쳐 온도 구배가 어느 정도 균일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형 가열온도를 각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설정하되 하

부로부터 상부로 점차 높게 설정하고 출탕 직후 각 지역이 동시에 냉각되도

록 주형 가열장치의 온도를 설정하고 주조하 다. 주조 결과, 외관상의 표면 

결함은 없으나 Fig. 6.67에 나타낸 것처럼 하단으로부터 40∼50 mm 까지 용

탕이 완전히 채워지기 전에 응고하 다. 이러한 현상은 시편 SFU-7, SFU-8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주형 상부(No. 4)의 온도를 

1,120℃ 이상, 그리고 하부(No. 1) 온도는 1,000℃ 이상 설정하고 그 사이의 

온도 구배를 유지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6.67. Cavity defect due to lower setup temperature of a 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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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FU-6

      주형의 가열장치의 온도를 하부 가열 지역으로부터 1,000℃, 1,030℃, 

1,070℃, 1,120℃로 설정하고 1,403℃에서 출탕을 완료한 후 4 개의 지역이 

동시에 냉각되도록 하 다. 주조 결과, 표면에는 수축공, 기공 등의 결함이 

없는 건전한 주조봉이 형성되었다. 주조봉의 사진을 Fig. 6.68에 나타냈으며 

Table 6.13은 이 주조봉의 상 중 하, 세 위치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화학성분

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Fig. 6.69는 시편을 연마하여 SEM으

로 관찰한 사진이다. 주조봉의 표면으로부터 약 100-150 ㎛ 정도까지 반응층

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주조봉의 상, 중, 하부에서 채

취한 모든 시편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Fig. 6.70과 같은 작은 수축공 들이 주

조봉의 횡단면에 다수 분포하고 있었다.

(a) full size

 

(b) bottom 

   

(c) top  

Fig. 6.68. Photograph of SFU-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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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3. Chemical composition of SFU-6

                시료위치

 분석원소명
상 중 하

Ni(ppm) 33 23 22

Si(ppm) < 50 100 100

Fe(ppm) 35 35 31

Mg(ppm) < 10 < 10 < 10

Al(ppm) < 10 < 10 < 10

Zr(ppm) < 10 < 10 < 10

C(ppm) 130 170 150

U-234(wt%) 0.0010 0.0018 0.0059

U-235(wt%) 0.1985 0.1989 0.1979

U-236(wt%) 0.0074 0.0084 0.0157

U-238(wt%) 99.7931 99.7908 99.7806

Fig. 6.69. Reaction layer on SFU-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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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0. Porosity on SFU-6.

   (다) 응고해석

       우라늄 금속봉 주조공정의 유동 및 열전달 해석을 위하여 상용 

FVM코드(Magma soft)를 사용하 다. 주물의 응고과정 중에 온도구배를 모

사하기 위하여 주형을 4 부분으로 구분한 후 각각 상부로부터 1,120℃, 1,070 

℃, 1,030℃ 및 1,000℃의 초기온도를 설정하 다. 주물의 응고속도는 직접 

측정할 수 없어, 주형의 온도변화로부터 간접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상부로

부터 175 ㎜, 520 ㎜, 870 ㎜ 및 1,220 ㎜ 지점의 흑연 보호관에 4 개의 열전

대를 설치하 다. 주형의 온도로부터 주물의 실제 온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형과 주물 사이의 열전달 계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며 각 부분별 

열전달 계수를 Fig. 6.7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hc-q는 주물과 석 관사이의 

열전달계수, hq-g는 석 관과 흑연몰드 사이의 열전달계수, hg-f는 흑연 몰드

와 로 사이의 열전달계수, hf-q는 로와 석 관 사이의 열전달계수, ha는 대기

와의 열전달계수로서 각각 2,000 W/㎡K, 1,000 W/㎡K, 500 W/㎡K, 500 W/

㎡K 및 500 W/㎡K로 설정하 다. 초기 용탕 온도를 1,400℃로 설정한 후 

완전히 출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총 17초 으며 계산된 냉각곡선은 Fig. 

6.72에, 측정된 냉각곡선은 Fig. 6.73에 나타내었으며, 계산 값과 잘 일치하

고, 이로부터 용탕의 응고시간을 계산하 다. Fig. 6.74에 나타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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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고시간은 주형의 하단부와 주입구 주위에서 가장 빨랐으며 이는 주형의 

불균일 예열온도에 의해 예열온도가 가장 낮은 하단부에서 빠른 응고가 일

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하단부의 수냉장치에 의하여 응고시간은 더욱 빨라졌

을 것으로 보인다. 응고시간은 주형의 하단부로부터 700∼1,050 ㎜ 지점에서 

가장 느린 경향을 보 다. 이를 통하여 주형의 하단부로부터 상부로의 온도

구배 조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수축공의 발생이 주물의 

상부로 유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충전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찰한 

Niyama[9,10] 등의 보고에 의하면 박육부를 지닌 주물의 경우 수축공의 형

성은 용탕의 점도와 응고속도에 가장 큰 향을 받으며 본 연구와 같은 

Aspect ratio가 큰 형상일 경우 균일 응고가 일어날 경우 중심부의 점도 감

소로 하단부의 수축공을 보충할 용탕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

부쪽으로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시스템의 계산결과 온도

구배의 조절에 의하여 수축공을 상부로 유도하여 건전한 주물을 얻을 수 있

음을 확인하 다.

               
h c -q  :  h e a t  tra n s fe r  c o e ff ic ie n t  b e tw e e n  c a s t  a n d  q u a r tz  m o ld
h q -g  :  h e a t  tra n s fe r  c o e ff ic ie n t  b e tw e e n  q u a r tz  a n d  g ra p h i te  m o ld
h g -f  :  h e a t  tra n s fe r  c o e ff ic ie n t  b e tw e e n  g ra p h ite  m o ld  a n d  fu rn a c e
h f-q   :  h e a t  tra n s fe r  c o e ff ic ie n t  b e tw e e n  fu rn a c e  a n d  o u te r  q u a r tz  m o ld
h a  :  h e a t  tra n s fe r  c o e ff ic ie n t  b e tw e e n  o u te r  q u a r tz  m o ld  a n d  a i r
+ :  th e rm o c o u p le  lo c a tio n

+

h c -q h q -g          h g -f                   h f-q  h a

Fig. 6.71. Definition of the boundary condition

      for the uranium cas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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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in cast
No 2 in cast
No 3 in cast
No 4 in cast
                                        measured cooling curves

No 1 in mold
No 2 in mold
No 3 in mold
No 4 in mold

Fig. 6.72. Cooling temperature profiles in SFU-6 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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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3. Cooling temperature profiles in SFU-6 cast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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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2     3     4

Each number indicates range from the bottom.
[1 : 0~350mm, 2 : 350~700mm, 3 : 700~1050mm, 4 : 1050~1400mm

Fig. 6.74. Solidification time and porosity contour

                      of the uranium casting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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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의 2 가지 사항이 요약될 수 있었다.

    ① 온도구배를 갖는 주형 가열장치를 사용해서 길이 1,150 mm, 직경 

13.7 mm의 수축공이 없는 우라늄 저장금속봉을 성공적으로 주조하

으며 주형의 예열 온도는 하부로부터 1,000℃, 1,030℃, 1,070℃, 

1,120℃ 로 설정하고 각 설정 온도로부터 동시에 냉각이 시작되도록 

하 을 때 가장 양호한 주조 결과를 얻었었다. 이 것에 대한 응고해

석 결과 주형 하부로부터 상부로 응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온

도설정이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② 기존의 출탕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판상형 지르코니아 노즐을 이용한 

새로운 출탕 장치의 적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출탕작업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3. 진공 연속주조 장치

 가. 설계 및 제작

    우라늄 금속을 긴 봉 형태로 성형할 수 있는 방법 중 연속주조 방법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기존의 석 관 형태의 진공 유도용해로를 개조하여 

석 관 안에 도가니, 몰드 및 인출기를 설치하 다. 일반적으로 연속주조 장

치의 몰드는 냉각수를 공급하여 적정한 온도 구배를 맞춘 후 일정 위치에서 

고액계면이 형성되도록 한 후 인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진공 유도용해 장치에는 몰드에 냉각수를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라늄 

연속주조의 가능성만 타진하기 위해 지름 30 mm의 우라늄 봉을 300 mm 인

출할 것을 목표로 Fig. 6.75, Fig. 6.76과 같이 설계 및 제작하 다.

  (1) 용해로 및 도가니

     우라늄은 산화성이 강하여 대기 중에서 용해 및 주조가 불가능하며 용

탕 중에 존재하는 수소, 산소, 질소 등의 기체를 제거하기 위하여 진공 탈가

스가 가능한 진공 유도 용해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기존의 고주파 유

도로는 진공펌프를 사용하여 석 관 내부를 진공도 10-3 torr로 유지하면서 

석 관 외부의 수냉 구리 코일에 주파수 3 kHz의 교류를 인가하여 용해한

다. 도가니는 흑연 도가니에 ZrSiO2가 주성분인 Holcote #110을 사용하여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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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한 후 사용하 다. 용탕은 stopper로 막혀 있어 용해 시 들어올려 용탕을 

노즐을 통해 직접 몰드로 흘려 내렸다. 도가니와 구리 몰드 사이에는 단열재

(Graphite Felt)를 사용하여 도가니의 열이 몰드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 다.

Vacuum 
Pump

SUS Pouring Rod

Catch

Pouring
Rod

Induction 
Coil

Crucible

Insulator

Copper 
Mold

Support

Motor

Motor

Fig. 6.75. Schematic drawing of vacuum furnace for continuous 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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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76. Photograph of continuous vacuum casting equipment.

열전대

몰드

지지대

도가니

절연체

서보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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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2.15 A mv

4 h

  (2) 노즐의 크기 계산

     필요한 주입률에 맞는 노즐 지름은 베르누이의 정리로부터 쉽게 계산

된다[11].

    Q= ca 2gh   ------------------------------------------ (6.4)

         여기서 c: 수축계수

                a: 노즐의 면적,

                h: 용탕의 높이

    예를 들면 원형 orifice에 대해 평균값이 c=0.62라 하면, 몰드 면적 Am 

cm2로 용융금속을 불 때, 잉고트 인출속도를 v cm/sec.라 할 때, 위 식으로

부터 아래와 같이 된다.

 -----------------------------------  (6.5)

    여기서 dn은 노즐 orifice의 직경(mm)이다. 베르누이의 원리 적용에서는 

표면 장력과 점도는 무시하 다. 용탕의 인출속도를 0.5 cm/sec, 몰드의 지름

이 30 mm이면,

     dn=
2.15 A mv

4 h
=
2.15 7.06X0.5

4 4
=2.9  --------------  (6.6)

즉 노즐의 크기는 약 2.9 mm가 된다. 따라서 노즐 내부에 이형재인 Holcote

로 코팅하기 때문에 코팅 두께 등을 고려하여 노즐의 지름을 3.0 mm로 가

공하 다.

  (3) 몰드의 설계

     연속주조에서 몰드의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몰드를 설계할 때 고려해

야 할 변수는 여러 가지이며 이들의 관계는 복합적이므로 몰드의 설계는 간

단하지가 않다. 인출 속도는 잉고트를 인출할 때 응고 표피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잉고트가 끊어지지 않고 잉고트와 몰드와의 접촉 저항력이 크지 않

아 표면이 매끈하게 주조되는 최적의 속도를 갖도록 해야 하며, 인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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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고 계면이 몰드의 일정 높이에 유지되도록 인출속도를 조정하는 것이 이

상적이다. 또한 인출할 때 응고 표피의 두께가 일반적으로 1/2 inch ∼ 3/4 

inch가 되도록 냉각하면서 인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

주파유도로를 개조하 기 때문에 구리 몰드의 냉각능력 및 응고속도 계산은 

일반적인 수냉 몰드의 계산방식과는 맞지 않는다. 몰드의 재질을 구리로 사

용하여, 구리의 큰 열용량을 이용하여 우라늄 응고시 발생하는 열이 이 몰드

에 전달되어 지름 30 mm, 길이 300 mm의 봉을 연속주조 하 을 때 몰드 

온도가 100℃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 다. Cu 몰드의 길이는 

250 mm, 내경 34 mm로 하고, 이 몰드의 내면에 몰드와 우라늄 용탕의 반응

을 막고, 윤활작용을 돕기 위해 지름 30 mm, 두께 2 mm, 길이 150 mm의 

BN을 coupling하 다. 몰드 내의 응고 상태를 추정하기 위해 몰드의 상단, 

중앙, 하단 높이에 열전대를 설치하 다. 스타터바는 응고된 잉고트에서 분

리하기 쉽게 각형의 나사를 원추형으로 가공하여 부착하 다.

  - 몰드의 재질 : Cu (지름 150 mm, 높이 250 mm)

       * Boron Nitride Ring (두께 2 mm) --> 윤활 작용

  - 몰드의 내경 --> 30 mm

  - 몰드의 냉각능력 계산

       * Cu의 비열 0.092 cal/g℃, U의 비열 0.043 cal/g℃

       * Cu 주형 무게 약 40 kg, U 약 4 kg --> 최종온도 87℃ 상승

  - 노즐 직경 계산

       * 용탕의 인출속도를 5 mm/sec, 몰드의 지름 30 mm 이면,

       * dn=
2.15 A mv

4 h
=
2.15 7.06×0.5

4 4
= 2.9   약 3 mm로 정함.

  - 몰드의 길이 설정

       * 만약 응고면을 80 mm로 유지할 경우 응고 시간 : 20초

       * 충전 속도 약 5 mm/초 --> 5 mm/초 × 20 초 = 약 120 mm

         안전도를 감안하여 몰드의 길이를 150 mm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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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출기 구동 시스템

      Fig. 6.77과 같이 두 개의 사각 나사(피치 4 mm) 기둥을 설치하고, 스

타터바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각 나사가 회전할 때 이 사각나

 

 Fig. 6.77. Photograph of continuous vacuum casting assembly.

사각 나사 기둥

웜과 피니언

진공(O-ring) 

Union

커플링

이동 Br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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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따라 이동하는 bracket를 부착하 다. 웜축을 서보 모터에 연결하고, 이 

서보 모터는 컴퓨터와 연결하여 인출 속도 및 위치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

다. 웜 기어와 사각나사는 웜 및 피니언(회전비 30:1)의 원리를 이용하

고, 이 것은 감속기와 같은 효과를 얻었다. 웜 축에는 진공 유니언을 설치하

여 축이 회전하더라도 진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 고, 웜 축과 서보 모터 

축과의 원활한 이음을 위해 커플링을 사용하 다. 설계도에서 각 번호별 부

품명은 다음과 같다. 

   ① Support ② 이동 Bracket ③ Nut ④ Screw(사각나사)

   ⑤ Worm shaft ⑥ Bushing ⑦ Worm Gear ⑧ Shaft Bracket

   ⑨ Base Plate ⑩ Bearing ⑪ ∼ ⒃ Vacuum Union

 나. 실험 방법 및 결과

  (1) 실험 방법

기존의 진공 유도장치를 개조한 장치를 사용하여 연속주조봉을 주조하

기 위하여 감손 우라늄을 2 kg 장입하고 Table 6.14와 같은 조건으로 연속

주조 실험을 3회 수행하 다.

    몰드의 상 중 하 위치에 3 개의 열전대를 장착하고 출탕 시 몰드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와 응고해석 계산 결과(T1, T2, T3 위치)는 Table 6.15와 

같이 유사하 다.

Table 6.14. Experimental condition of continuous vacuum casting

  #1 #2 #3

노즐 직경(mm)  ø2 ø3 ø3

인출속도(mm/sec) 2 3 3.5

 출탕온도(℃) 1,300 1,380 1,350

출탕후 인출 시점 15 초 후 10 초 후 10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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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15. Temperatures measured at T1, T2, T3 mold positions

경과시간 0 초 30 초 60 초 90 초 15 분후

 1회차 T2 43 ℃ - - - -

 2회차 T1 68 ℃ 82 ℃ 98 ℃ 102 ℃ 115 ℃

 2회차 T2 62 ℃ 70 ℃ 88 ℃ 89 ℃ 110 ℃

 2회차 T3 45 ℃ 47 ℃ 57 ℃ 62 ℃ 93 ℃

 3회차 T2 60 ℃ 70 ℃ 85 ℃ 90 ℃ 110 ℃

  (2) 실험 결과

      1 회차 실험결과는 Fig. 6.78과 같이 더미 바(dummy bar) 위에서 30 

mm까지는 매끈한 표면의 우라늄이 적층되었으나, 그 위 부분은 노즐크기에 

비해 인출속도가 빨라 용탕이 몰드에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260 mm 까지 

적층되었으며, 2 회차 실험결과는 Fig. 6.79와 같이 더미 바 위에서 60 mm 

부분에서 단락이 발생하 다.

Fig. 6.78. Photograph of the 1st continuous casting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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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9. Photograph of the 2nd continuous casting bar.

    3 회차 실험 결과는 Fig. 6.80과 같이 2 kg의 용탕이 전량 인출되었으며, 

인출봉의 길이는 160 mm로 초기 적층이 된 부분 즉 50 mm 부위부터 80 

mm 사이는 표면이 거칠었으나 성공적으로 인출할 수 있었다.

     

Fig. 6.80. Photograph of the 3rd continuous casting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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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험 결과 고찰

     적층 높이를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여 실험의 결과치와 상호 비교하

다.

   - 적층높이 = 적층 속도(용탕 유량 / 몰드 면적) × 시간

       베르누이의 정리: 용탕유량 Q=a 2gh

       여기서 a: 노즐의 면적,  h: 용탕의 높이

   - 인출 시작 시점까지 충전된 양 : 1 회차 : 30 mm / 2 회차 : 60 mm

      (용탕의 유량 계산식 확인)

    위에서 계산한 결과와 실험 시 적층된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연속주조

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출된 시점까지의 우라늄이 적층된 것만을 인출하

다. 1 회차의 경우는 노즐 크기가 작아 용탕이 먼 거리를 낙하하면서 급냉되

므로 노즐 크기를 크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2 회차의 파단(break 

out) 발생에 대해 고찰해보면 이상적인 주조 상황에서는 열의 제거 속도는 

가능한 빨라야 하며, 제거 방향은 방사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2]. 이렇게 

하는 목적은 마찰 하중에 견디도록 응고된 shell의 강도를 비교적 높게 하기 

위함이다. 마찰의 양상이 주조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향을 미

친다. Fig. 6.81에서

   - 마찰의 크기 F= K L 2πr

       여기서 F는 마찰하중, K는 마찰계수, L은 응고 금속의 접촉길이

   - 새로이 응고된 부분의 강도 R= Sπr

       S: 새로이 응고된 금속의 단위강도

    건전한 주물을 얻기 위해서는 마찰력이 응고 부분의 강도보다 작아야 

한다. 마찰력이 응고부분의 강도보다 크면 파단이 일어난다. 따라서 2 회차

의 경우는 인출 속도가 느려서 표면상태는 거칠고 파단이 일어났다. 따라서 

3 회차 실험의 경우 인출속도를 2 회차 보다 높여 성공적으로 인출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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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81. Mechanism of break out.

  (4) 비파괴검사(중성자 투과시험)

연속주조봉에 대해 시편 내부에 결함이 존재하는가를 관찰하기 위하여 

연구소의 중성자 물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성자 투과시험 시설을 이용하

여 중성자 투과시험(NRT)을 수행하 다. 중성자 투과시험은 X선 또는 방사

선 투과시험과 같은 투과 검사법으로서 X선 또는 γ선과는 상호 보완적인 

특성이 있다. 중성자 투과 특성은 X선 또는 γ선과는 달리 원자 번호와는 

무관하게 원자핵 고유의 값을 가지며 동위원소 간에도 현저히 다른 경우가 

많다. 원자번호가 근접한 원소로 구성된 부품이나 비금속, 경금속이 중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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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복합적으로 구성된 부품 검사에 유리하다. 중성자 투과시험은 수백 또는 

수천 kV의 X선 또는 γ선의 투과력과 비교할 수 있는 투과력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우라늄 주조품의 비파괴시험에는 중성자 투과시험 방법을 효과적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성자 투과 시험 결과, Fig. 6.82, 6.83과 같이 하부 

더미 바에 부착된 볼트 위치 및 상부 수축공을 제외한 다른 부위는 기공 등

의 결함이 없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6.82. Results of neutron radiography(longitudinal direction).

Fig. 6.83. Results of neutron radiography(radi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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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응고해석

연속 주조 시에 용탕의 응고거동을 계산하기 위하여 상용 응고해석 프

로그램인 ‘Magma'를 이용하 다. 연속주조 과정은 금형과 용탕과의 계면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경계조건 변화형 문제(moving boundary problem)이지만, 

이러한 해를 Magma로는 수렴이 불가능하여 초기 용탕이 dummy bar에 접

촉한 후 약 100 mm 정도 충전된 후의 응고 시간을 결정하여 인출 시점을 

계산하 다. 이때 노즐 직경은 2 mm, 출탕온도는 1,300℃, 우라늄의 응고 온

도는 1,133℃로 하 으며, 몰드 온도는 60℃로 하 다. Fig. 6.84는 계산에 사

용된 mesh를 나타낸다. 여기서 a)는 노즐, b)는 구리 몰드, c)는 잉고트 부위

이며, d)는 dummy bar(starter bar)이다. 또한 구리 몰드와 대기의 열전달계

수(ha)는 500 W/㎡K, 용탕과 몰드와의 접촉 열전달계수(hc)는 10,000 W/㎡

K, BN에 의한 열전달계수(hg)는 2,000 W/m
2K로 설정하 다.

     a) 노즐    b) Cu mold

     c) cast      d) dummy bar

a)

b)

c)

d)

q=ha(T-500)

T=500oC

q=hc(T-Ts)

Fig. 6.84. Initial finite differential mesh and boundary conditions

              for the thermal analysis in this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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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ma 코드에서 실제 형상에 접근하는 mesh generation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mesh가 필요하므로 계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유동 및 열전달 

해석이 필요한 주물부분, 노즐 등은 가능한 한 미세하게 mesh를 나누었으며, 

열전도만이 고려되는 구리 몰드에서는 비교적 큰 mesh를 구성시켜 최종 계

산에 적용된 총 mesh 수는 약 80 만개로 하 다.

    응고 해석 결과, Fig. 6.85는 용탕 충전 후 20 초까지의 냉각곡선을 나타

낸다. 몰드쪽의 용탕의 경우는 응고개시 약 2 초 후에 응고가 완료되며 중앙

부위도 10 초 이내에 고상선 이하로 온도가 내려감을 알 수 있다. Fig. 6.86

은 우라늄 용탕의 응고시간을 나타낸 그림이고, Fig. 6.87은 출탕 후 15초 시

점의 우라늄 용탕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Fig. 6.85. Calculated temperature profiles at thermocouple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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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6. Calculated solidification time of uranium bi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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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7. Temperature profiles of ingot at 15 sec.

                     after pouring uranium m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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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직 연속주조 장치

  사용후핵연료를 우라늄으로 전환한 후 그 우라늄을 가늘고 긴 봉 형태로 

주조하기 위하여, 수직 연속주조 방법을 적용하 다. 앞에서 우라늄의 연속

주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진공 연속주조 장치를 제작하여 기초적인 

실험을 수행한 결과, 우라늄 연속주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격적인 

우라늄 수직 연속주조 장치를 제작하게 되었다.

    우라늄 수직 연속주조의 장치의 개념은 우라늄을 고주파유도로의 도가

니에서 용해한 후, 주형에 해당하는 몰드를 통해 용융금속을 통과시키며, 인

출기를 사용하여 우라늄 봉을 인출하며, 적절한 길이에서 절단하게 된다. 이 

때, 몰드는 몰드를 감싸는 냉각반을 통해 물을 흘려 적절한 온도 구배를 유

지시키게 된다. 따라서 연속주조 공정에 향을 주는 변수는, 일반적으로 용

탕 온도, 몰드 냉각 수량, 인출 속도 등이 있으며, 이들 변수를 잘 조절하여 

단락(break out)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라늄은 산화성이 매우 강하여 대기 중에서는 용해할 수 없으므로 일

반적으로 진공 또는 불활성 분위기 상태에서 주조를 하게 된다. 따라서 연속

주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진공에서 용해 후,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여 진

공을 파기 한 후, 진공 챔버의 아래 부분의 게이트 밸브를 열고 인출하는 새

로운 개념의 연속주조 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Cu를 원료로 사용하여 시운전하여, 장치 제작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치 설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우라늄을 연속 주조하기 위해, 몰드 및 더

미 바의 재질 및 형상 등을 변경시키고, 용탕온도, 인출 속도, 냉각 수량 등

의 변수를 조절하여 지름 13.7 mm, 길이 1,300 mm의 우라늄 바를 인출하는

데 성공하 다. 또한 열해석을 수행하여 고-액 계면의 위치를 추정하 다.

 가. 설계 및 제작

    우라늄 수직 연속주조 장치는 크게 나누어, 용해장치 및 도가니, 진공장

치, 인출기, 몰드 및 냉각장치, 절단기 및 이송장치, 하부 차폐 덕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설계도면은 Fig. 6.88과 같고, 제작된 연속주조 장치 

사진은 Fig. 6.89와 같다. 이 장치는 우라늄 20 kg을 도가니에 장입하여 지름 

13.5 mm, 최대 길이 2,200 mm 연속주조봉을 생산할 수 있으며, 고주파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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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사용하여 우라늄을 용해 후 보온시킨 상태에서, Ar 분위기 속에서 수

직 방향으로 인출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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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8. Detail drawing of vertical continuous casting equipment.

 

Fig. 6.89. Photograph of vertical continuous cast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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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해 장치 및 도가니

     용해장치는 고주파 유도 가열 방식으로, 주파수는 3 kHz이고, 용량 75 

kW인 고주파유도발진기를 사용하 고, 방향성 유도로와 같이 사용하기 위해 

Fig. 6.90과 같은 전환스위치를 설치하 다. 고주파 가열 코일은 이 발진기와 

임피던스가 매칭되도록 설계하여 제작하 다. 가열코일의 크기는 지름 200 

mm, 높이 215 mm이다.

    도가니의 재질은 흑연으로 하 으며, 도가니의 크기는 우라늄 기준 20 

kg을 용해할 수 있는 크기로 지름 140 mm, 높이 280 mm이며, 도가니와 가

열 코일 사이는 두께 20 mm의 탄소재질 펠트로 도가니를 감쌌다. 도가니의 

설계 도면은 Fig. 6.91과 같다.

  (2) 진공장치

   (가) 챔버

       챔버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강(STS-304)으로 하며, 챔버의 몸체 및 

문은 챔버 내에서 용해시 발생하는 고온으로 인한 변형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통과 외통 사이에 냉각수가 흐르도록 이중 자켓 구조로 하 다. 챔

버의 크기는 가열 코일로부터 내벽에 유도 전류의 향이 미치지 않는 거리

와 도가니 및 연속주조 몰드, 냉각장치가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하여, 

내경 1,000 mm, 외경 1,200 mm, 깊이 700 mm의 크기로 하 다. 문은 전면

에 전면 개폐식(front open type) 문을 설치하 고, 상부에도 원료 장입 및 

도가니 교체 작업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슬라이딩 방식의  문을 장착하

다.

Fig. 6.90. Photograph of power select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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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91. Detail drawing of graphite crucible and mold.

    전면 문에는 코일 및 몰드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창과 몰드 하면에서 

연주봉이 내려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관찰창을 설치하 다. 위 

문에는 용탕 상태와 용탕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pyrometer를 위한 2개의 

관찰창을 설치하 으며, 위 문 중앙에도 예비구(spare port)를 설치하 다.

    위 문은 공압을 이용하여 들어 열릴 수 있도록 공압 실린더를 이용하

다. 챔버 내부에는 할로겐 램프를 부착하여 내부 관찰이 가능하도록 하 다.  

챔버에는 가스 주입구, 냉각수 주입구, 온도 측정구, feed-through 등을 설치

하 다. 특히 feed-through는 고주파 전기와 냉각수가 함께 통과되므로, 절

연과 냉각수 누수를 방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Feed-through와 가

열코일이 연결되는 부위에는 체결부위 및 체결부위 끝단에 O-ring을 끼워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 다. 진공 챔버의 상세도면은 Fig. 6.92와 같고, Fig. 

6.93은 진공 챔버의 내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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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93. The inside view of vacuum chamber.

   (나) 진공 펌프

       챔버 내부의 진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진공펌프는 로타리 펌프와 

펌핑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보조 펌프, 그리고 1x10-3 torr 이하의 고진공 요

구시 동작하는 10 inch diffusion pump를 사용하 다. 진공도는 최대 진공도 

10
-6
 torr까지 뽑을 수 있었으며, 용해 시 용해 가스 발생 등으로 10

-4
 torr가 

유지되었다. 최대 진공 누설량은 10-4 torr ℓ/sec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 다. 

펌프의 규격은 로타리 펌프는 직결식, 1,560ℓ/min이며, 보조 펌프는 330 

m3/hr, 3,600 rpm이고, diffusion pump는 3,500ℓ/sec(10 inch)이다. 진공펌프

를 용해 가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로타리 펌프와 진공 챔버 사이에는 지름 

215 mm, 높이 315 mm의 필터를 설치하 다.

   (다) 진공 밸브

       각종 진공 밸브는 자동 밸브(pneumatic angle valve)를 사용하여 원

격으로 조작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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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진공게이지

       진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로 bourdon gauge, convectron 

gauge, ion gauge가 사용되었으며, 초기 진공상태는 bourdon gauge, 저진공

상태는 convectron gauge, 고진공상태는 ion gauge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bourdon gauge는 대기 압력 이상의 배압이 걸리는 상황을 고려하여 -76 

cmHg ∼ 1 kg/cm2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를 사용하 다.

  (3) 인출기

     이 장치는 Fig. 6.94와 같이 연속 주조봉을 서보 모터를 사용하여 일정

한 속도로 인출하기 위한 장치이며, 인출 길이(mm), 인출 속도, 정지시간

(sec) 및 분당 인출길이(mm/min), 누적 인출길이(mm) 등을 제어 및 표기한

다. 인출기는 서보 모터, 인출롤, 인출기 제어반으로 구성된다. 인출기의 동

작 제어는 전진, 후진 및 정지 시간을 제어할 수 있다. 인출롤은 한 개의 연

주봉을 인출하는 구조로 스테인레스 강으로 제작된 쌍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출롤의 회전은 1 kW의 AC 서보 모터를 사용하 고, 1 Hp x 1/10 감속기

를 설치하 다. 더미 바를 장착하기 위해 공압에 의해 개폐된다. 인출 속도

는 최소 분당 50 mm, 최대 분당 500 mm 정도이다. 인출기 제어반은 서보모

터 및 롤의 회전수에 의거, 주조봉의 전진, 후진 인출 속도 및 정지 시간이 

디지털로 표시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Fig. 6.94. Photograph of pu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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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몰드 및 냉각장치

      Cu 연속 주조용으로는 탄소 몰드를 사용하 으며, 우라늄 연속주조용

으로는 두께 2 mm, 길이 180 mm의 boron nitride(BN)의 sleeve를 탄소로 

감싼 구조로 제작하 다. 연속주조 몰드에는 상, 중, 하 위치에 열전대를 부

착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열전대를 통하여 온도를 관찰하고, 냉각수량 및 

인출 속도를 조절하여 몰드에 적절한 온도구배가 이루어지도록 운전하 다.

    연주봉을 냉각시키기 위해, 1차 냉각장치로는, 스테인레스 강으로 냉각

반을 제작하여, 이 냉각반에 물을 분당 0.1ℓ에서 5ℓ까지 흘려 냉각을 시켰

다. 수량계를 부착하여 수량을 조절하여, 몰드의 온도 구배가 적절히 되도록 

조절하 다. 몰드를 통하여 내려온 연속주조봉의 온도를 더 떨어트려 우라늄

의 표면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2 차 냉각장치를 설치하 으며, 8 개의 노즐

을 통하여 차가운 Ar 가스를 분사시켰다. 분사시키는 Ar 가스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분당 5ℓ에서 50ℓ까지 조절할 수 있는 유량계를 부착하 다.

  (5) 절단 및 이송장치

     절단장치는 유압 실린더 절단형으로, 유압으로 구동하는 절단기에 의

해, 지름 13.5 mm의 우라늄봉을 설정된 길이만큼 인출되었을 때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절단을 하며 인출 중에 절단되는 구조이다. 최대 절단 길이는 

2,200 mm이다. 연주되는 동안 연주 방향으로 연주 속도와 동일하게 이송되

면서 절단하도록 상, 하부에 강력 클램핑 후 순간 절단되며, 이때 다이스와 

도가니, 인출롤 등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설계하 으며, 절단 후 스프링에 

의해 자동 복귀하도록 하 다. 절단기의 구성부품은 유압 유니트, 절단 유압 

실린더, 클램핑 실린더, 복귀 스프링 유니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송장치는 주조되어 절단된 우라늄 봉이 계속 연속 주조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동 이송되어 하부 차폐 챔버 구석으로 이동시킨 후 다시 원

위치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이송장치는 기어드 모터와 공압 클램프를 사

용하여, 절단된 우라늄 봉을 일정한 위치로 이동하여 적재하는 장치이며 최

대 5 개까지 적재할 수 있다. Fig. 6.95는 절단장치 및 이송장치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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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95. Photograph of cutting and stacking assembly.

  (6) 하부 차폐 장치

     인출기, 절단기 및 이송장치를 강판으로 된 사각형 챔버로 감싸서, 조

업 중 우라늄 연주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독성 가스를 배기 장치를 사용

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하 고, 챔버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투시창을 달

았다.

 나. 실험방법

    우라늄은 산화성이 매우 강하여 대기 중에서는 용해가 불가능하다. 따

라서, 우라늄을 진공 상태 또는 불활성 분위기에서 용해한 후 불활성 분위기

에서 연속 주조하기 위한 장치를 설계 제작하 고, 이 장치를 사용하여, 지

름 13.5 mm의 우라늄 봉을 연속주조하기 위한 공정 조건을 찾기 위한 실험

을 수행하 다. 실험 절차는 Fig. 6.96과 같다. 우라늄을 용해하기 위해, 흑연 

도가니에, 우라늄과 탄소와의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코팅재(Y2O3, ZrO2, 

SiO2가 주성분)로 도가니 내벽을 코팅하 다. 몰드는 흑연 몰드에 두께 3 

mm의 BN sleeve를 끼워서, 길이를 180 mm로 하 다. 용해 후 인출 시, 서

보 모터를 이용하여 인출길이와 정지시간의 행정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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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리고 열유동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속주조의 열해석을 수행

하여, 몰드에서의 온도분포를 계산하고,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Coated with Holcote

Depleted Uranium

․Rotary pump (10-1∼10-2 torr)

․Booster pump

․Diffusion pump(10-4∼10-5 torr)

High frequency furnace; 3KHz

Servo motor;2 step 인출(전진-정지)

․1차주입(진공파기 및 산화방지)

․2차주입(산화방지 및 냉각용)

Fig. 6.96. Flow chart of uranium continuous 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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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료

     실험에 사용한 우라늄은 미국 NMI(Nuclear Material Institue)에서 수

입한 감손 우라늄 괴를 사용하 으며, 그 화학조성은 Table 6.16에 나타내었

다.

  (2) 용해 방법

     도가니의 재질은 CS급 또는 ATJ급의 흑연재 사용하 고, 우라늄 20 

kg/batch를 용해할 수 있도록 외경 지름 140 mm, 높이 280 mm, 두께 20 

mm 크기의 도가니를 제작하 다. 도가니 내벽에는 Y2O3, ZrO2, SiO2가 주성

분인 Holcote#110으로 도포하 다. 연속주조 몰드는 내경 13.7 mm, 길이 180 

mm, 두께 3 mm의 BN sleeve를 흑연 몰드에 끼워 BN 몰드를 제작하 다. 

이 몰드는 용해하기 전에 도가니와 체결하여 사용하 다. 도포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원료를 장입한 후, 발진주파수가 3 kHz인 고주파 용해 장치

와 R.P-B.P-D.P의 진공장치를 이용하여 5×10-3 torr의 진공분위기에서 용해

하 다. 이 때, 흑연도가니에 탄소재질 펠트 단열재로 단열 시켰으며, 유도코

일과의 절연을 위해 운모판으로 단열재 주위를 감쌌다. 초기 승온 속도를 20 

∼30℃/min으로 승온시킨 후 도가니 온도 500℃부터는 30∼40℃/min으로 목

표 온도까지 승온시켰으며, High-Low 방식의 콘트롤러를 이용하여 용탕의 

온도를 설정온도에서 보온 유지시켰다.

  (3) 연속 주조

     용해 시, 용탕이 몰드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르코니아 박판으

로 몰드 주입구를 차단하고, 텅스텐 재질의 더미 바(dummy bar, 혹은 start 

bar라고도 함)를 몰드에 끼워 넣었다. 용탕의 온도는 pyr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이때 pyrometer의 방사율을 Cu는 0.3, 우라늄은 0.6으로 설정

하여 측정하 다.

Table 6.16. Chemical composition of depleted uranium

C H Cu Fe Ni Si

<80 ppm <8 ppm <50 ppm <50 ppm <50 ppm <15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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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 및 몰드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도가니온도(몰드주입구로부터 

3.5 cm 위쪽), 몰드 1(몰드주입구로부터 7 cm), 몰드 2(몰드주입구로부터 13 

cm) 위치에 열전대를 설치하여 측정하 다. 용해 후 진공 분위기를 파기하

기 위해 저순도의 Ar 가스(순도 99.9%)를 불어넣었다. 용탕의 온도는 1,250 

∼1,450℃으로 설정했으며, 몰드의 온도 구배는 냉각수량 및 몰드의 위치로

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진공이 파기된 후, 1, 2차측의 아르곤가스를 흘

려주면서, 더미 바를 인출기에 장착한 후, 용탕의 유입을 막고 있는 지르코

니아 박판을 파쇄시켜 용탕이 몰드로 유입되도록 하면서 서보 모터를 이용

하여 인출(전진-정지)하 다.

 다. 실험결과 및 고찰

  (1) 예비실험

   (가) 열해석

       연속주조 시 용탕의 응고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그림 6.97과 같이 

도가니, 몰드 및 냉각수, 단열재 등을 포함하는 해석 모델을 설정한 후, 범용 

열유동해석 프로그램인 Fluent 코드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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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raphite furnace, k=84W/m-k, B: Graphite mold, k=84W/m-k,

          C: Steel, k=16W/m-k, D: Insulation, k=0.05W/m-k, 

          E: Air gap between Cu and mold, k=1.25W/m-k, 

          F: Air gap between furnace and mold, k=4.0W/m-k, 

          G: Air cavity between mold and insulation, k=0.15W/m-k, 

          H: Air gap between furnace and insulation, k=0.12W/m-k, 

          L: Air gap between mold and cooling 챔버, k=4.0W/m-k, 

          I: Cooling water, k=300W/m-k, J: Argon gap, k=0.06W/m-k, 

          K: Argon cavity, k=0.10W/m-k

Fig. 6.97. Thermal analysis model for Cu continuous 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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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의 경우, 해석조건으로 온도는 냉각수 온도 50℃, 진공챔버 온도 20 

℃, 외기온도 20℃로 설정하 고, 외부의 대류열전달계수는 60 W/m2-K로 

하 으며, 그리고 각 부위별 열전달계수를 고려하 다. Table 6.17은 인출속

도를 120 mm/min으로 일정하게 하고, 용탕의 주입온도를 1,200, 1,250, 

1,300, 1,350℃로 변화시켜 가면서 계산한 결과로 각 열전대 위치에서의 온도 

및 응고 계면의 위치를 나타낸다.

    Table 6.18은 용탕 온도를 1,250℃로 일정하게 하고, 인출속도를 60, 90, 

120, 150 mm/min으로 변화시켜가면서 계산한 결과로 각 열전대 위치에서의 

온도 및 응고 계면의 위치를 나타낸다.

Table 6.17. Estimated temperature and solidification interface of Cu rod

           at various melt temperatures

 용탕온도(℃) 주조속도:120 mm/min

1,200 1,250 1,300 1,350

 도가니온도(℃) 1,132 1,180 1,229 1,277

 몰드1(℃) 1,024 1,069 1,112 1,155

 몰드2(℃) 730 760 791 822

 인출봉온도(℃) 431 449 468 485

 응고계면발생위치(mm) 68 80 91 100

Table 6.18. Estimated temperature and solidification interface of Cu rod

           at various casting speeds

주조속도(mm/min) 용탕온도:1,250℃

60 90 120 150

도가니온도(℃) 1,175 1,177 1,180 1,181

몰드1(℃) 1,052 1,160 1,069 1,074

몰드2(℃) 731 746 760 772

인출봉온도(℃) 297 378 449 510

응고계면발생위치(mm) 65 73 8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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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able로부터 인출 속도와 용탕 온도의 변화에 따른 각 위치별 온도

분포 및 응고 계면의 위치가 몰드 주입구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서 형성되

는지를 알 수 있다.

    Fig. 6.98, Fig. 6.99는 용탕의 주입온도 1,250℃, 인출속도 120 mm/min

에서 Cu에 대해 흑연몰드와 흑연몰드에 BN노즐을 끼운 상태에서 온도 분포

를 계산할 결과이며,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Table 6.19는 계산 결과와 실제 

측정한 온도 값을 나타낸 것으로 역시 두 경우 거의 차이가 없었다.

Fig. 6.98. Thermal analysis for Cu continuous casting with graphite mold

         at 120 mm/min of drawing speed and 1,250℃.

Fig. 6.99. Thermal analysis for Cu continuous casting with BN mold

         at 120 mm/min. of drawing speed and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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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9. Experimental and calculated temperatures

 위치        온도
응고해석결과

실제측정
흑연 BN 슬리브

도가니(℃) 1,180 1,202 1,200

몰드 1(℃) 1,069 1,075 1,090

몰드 11(℃) 760 780 760

인출봉(℃) 449 470 430

    우라늄의 경우는 Table 6.20과 같이 인출속도를 45 mm/min.으로 일정하

게 하고, 용탕의 주입온도를 1,300, 1,350, 1,400, 1,450℃로 변화시켜가면서 계

산한 결과로 각 열전대 위치에서의 온도 및 응고 계면의 위치를 나타낸다.

그때, 냉각 챔버 냉각수 온도는 40℃, 진공챔버 온도 10℃, 외기온도 10℃, 

외부의 대류열전달계수 60W/m
2-K로 하 으며, 그리고 각 부위별 열전달계

수를 고려하 다. Cu와 비교할 경우, 열전도도가 작음으로 인해 응고계면은 

보다 위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21은 용탕 온도를 1,400℃로 일정하게 하고, 인출속도를 45, 60, 

90, 120 mm/min.로 변화시켜가면서 계산한 결과로 각 열전대 위치에서의 온

도를 나타낸다.

Table 6.20. Estimated temperature and solidification interface of DU

           continuous casting rod at various melt temperatures

용탕온도(℃), 주조속도: 45mm/min,

1,300 1,350 1,400 1,450

 도가니온도(℃) 1,074 1,242 1,290 1,338

 몰드 1(℃) 1,024 1,118 1,161 1,204

 몰드 2(℃) 745 774 804 832

 인출봉온도(℃) 159 165 172 178

 응고계면발생위치(mm) 60 73 87 93



- 648 -

Table 6.21. Estimated temperature and solidification interface of DU

           continuous casting rod at various casting speeds

주조속도(mm/min.), 용탕온도: 1,400℃

45 60 90 120

 도가니온도(℃) 1,290 1,292 1,294 1,296

 몰드 1(℃) 1,161 1,166 1,175 1,182

 몰드 2(℃) 804 815 832 847

 인출봉온도(℃) 172 244 359 452

   (나) Cu 연속주조

    1) 인출속도에 따른 온도변화

       Cu를 원료로 사용하여 연속주조 실험을 Table 6.22와 같은 조건으로 

수행하 다. Cu의 경우 3 mm 인출 2 초 정지의 인출속도(80∼130 mm/min)

에서 몰드 1의 부분(몰드주입구로부터 7 cm)이 용융점에 근접한 온도에서 

천천히 인출할 경우, 단락 없이 연속주조가 가능하 으며, 그 보다도 용탕온

도 및 몰드온도를 낮춤으로써 인출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었다.

Table 6.22. Experimental conditions for Cu continuous casting

차수 용탕(℃) 도가니(℃) 몰드1(℃) 몰드2(℃) 냉각수(4 kgf) 인출속도

1 1,240 1,198 1,071 723
in out 80mm/min

(3mm/2초)28 60

2 (1,250) 1,200 1,096 747

in out 130mm/min

(7mm/2초)17 60

3 1,171 1,105 1,014 768

in out 190mm/min

(15mm/2초)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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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100은 Table 6.22의 1차 실험 조건인 경우 연속으로 Cu 봉을 인

출함에 따른 각 열전대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6.101의 경우는 

Fig. 6.100의 경우보다 용탕온도 및 몰드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출속도

를 빠르게 함으로 도가니 및 몰드 각 부위의 온도를 꾸준히 상승시키는 것

으로 보아, 냉각자켓에 의한 냉각능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0 mm/min의 속도로 인출할 경우, 2 차 냉각대를 벗어나 대기 중에 노출

되는 부위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약 650℃로 표면산화를 일으켰다. Fig. 

6.102는 Table 6.22의 연속주조 조건으로 생산된 Cu 봉의 사진이다.

5 1 0 1 5 2 0

1 0 0

7 0 0

8 0 0

9 0 0

1 0 0 0

1 1 0 0

1 2 0 0

1 3 0 0

w ith ra w l s ta r tin g  lin e  

 

Te
m

pe
ra

tu
re

(C
en

ti.
)

M in u te s

 도 도도

 1몰 몰

 2몰 몰
 (o u t)냉 냉 냉

 ( in )  냉 냉 냉

Fig. 6.100. Temperature profiles during Cu continuous casting

                at 80 mm/min. of draw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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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01. Temperature profiles during Cu continuous casting

                at 190 mm/min. of draw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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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102. Photograph of Cu bar produced by continuous casting

                at various speeds, (a) 80 (b) 130 (c) 190 mm/min.

    2) 인출봉의 표면조도 및 산화상태

      용탕온도가 용융점보다 150∼200℃ 이상일 경우 인출속도를 느리게 

하면, 인출봉 표면에 마크가 인출길이 만큼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를 folding 

mark(over mark)라 한다. 용탕온도가 용융점보다 100℃ 높은 상태에서 인출

속도를 빠르게 할 경우에는, 인출봉 표면에 마크가 없이 매끄러운 표면의 인

출봉을 얻었으나, 냉각 자켓의 냉각능이 응고 잠열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

므로 표면에 산화층이 형성된다.

    3) 성분분석

       Cu 원료와 이를 이용한 연속주조봉 내의 산소와 수소의 함량 변화를 

알아본 결과 Table 6.23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산소 함량은 고진공(10
-5 

torr)에 의하여 감소하 으나, 수소 농도의 변화는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났다. 

Table 6.23. Contents of H2 and O2 in Cu raw material

           and continuous casting bar of Cu

H2(ppm) O2(ppm)

원료 0.6 656

연속주조봉 3 36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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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속주조봉의 거시조직

      연속주조에 의해 주조된 금속의 거시조직은 인출속도를 빠르게 하면, 

몰드에서의 열전달은 주로 인출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좌

우 대칭적인 주상정조직이 발달하는 것과 중심선의 마지막 응고에서는 빠른 

결정성장과 함께 등축정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인출속도가 상대적

으로 느릴 경우, 발생되는 잠열 등의 방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몰드 

상부는 온도가 높고 하부의 온도는 낮게 되어 금속 조직이 인출 방향으로 

방향성 응고가 진행됨을 발견하 다. 즉 Fig 6.103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의 

인출 속도가 (b)보다 빠르므로 수직 방향의 조직이 더 발달되어 있다.

                          

                          

           (a) 130 mm/min                 (b) 80 mm/min

Fig. 6.103. Macro-structures of Cu continuous casting bars.

                 (etchant : 50 mℓnitric acid + 50 mℓ distill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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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라늄 연속주조

   (가) 공정 및 재료 선택

       Fig. 6.10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미 바 재료로서 방향성 응고 장치

에 의해 주조된 우라늄 봉, 스테인레스 강에 BN을 체결한 것, 그리고 텅스

텐 봉을 사용하 다. 우라늄을 더미 바로 하여 몰드 주입구에서 5 mm 도출

시킨 상태에서 용해 과정을 거친 후 인출하려고 했을 경우, 도출 부위의 용

융 및 우라늄의 낮은 열전도도와 몰드 주입구에서의 국부적인 냉각으로 인

해 용탕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리고 감압 상태에서는 액상선도 낮아

지기 때문에 우라늄 더미 바를 몰드Ⅰ(액상선 형성위치)의 위치보다 낮은 부

위에 위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 응고에 의해 제작된 우라늄 더미 바

는 쉽게 용해되는 결과를 초래하 다. 따라서 더미 바 재료로서 가장 적당하

다고 생각되는 우라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미 바의 장착을 연속주조 직

전에 하는 것이 요구된다. 스테인레스 강 봉에 연결된 BN 더미 바를 몰드 

주입구 위에 위치한 상태에서, 우라늄 용탕과 접촉시킨 후 인출할 경우에는 

열충격 및 낮은 접합 강도로 인해 접촉부의 가공 부위가 끊어졌다. 그리고 

Fig. 6.105와 같이 스테인레스 강의 철 성분과 우라늄이 공융점을 나타내어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텅스텐 더미 바를 우라늄 연속주조에 사용하 다.

 

Fig. 6.104. Photograph of W(a), DU(b), BN(c) dummy bars.

Fig. 6.105. Photograph of stainless steel dummy bar reacted with uranium.

(b

(a)

(c)



- 653 -

    인출 전 더미 바의 위치는 몰드 주입구 위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인출할 

경우, 용탕은 텅스텐 더미 바를 통하여 국부적인 열전달이 이루어지므로써 

몰드 입구로 용탕이 주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몰드 주입구를 지르코니아 박

판으로 막은 상태에서 용탕, 도가니 및 몰드에서의 온도 구배가 원하는 주조 

조건으로 되었을 때, 더미 바로 지르코니아 박판을 어 올린 후 적정 위치

(몰드의 온도에 따른 용탕의 유동성을 고려한 위치)로 더미 바를 이동시킨 

후 인출하는 방법을 택하 다. 더미 바의 길이를 고려한 적정 주조 시작점을 

선정해야 하며, 가능한한 응고계면을 몰드 상부쪽으로 이동시킬수록 용탕의 

유동성이 원활하고 또한, 몰드에 의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몰드로 이동한 용탕 흐름의 안정성과 더미 바에서의 초기 응고를 위해 

적절한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

    더미 바를 인출기의 roll에 연결하기 전 2차 가스를 흘려줌으로써, 몰드 

쪽으로 공기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여, 우라늄 주조봉의 산화를 방지하도

록 한다. 응고셀의 형성시 산화층이 형성되면 주조봉이 몰드내에서 열취성 

상태에 있게 되어 몰드 표면으로부터 마찰로 인한 인장강도가 연주봉의 주

괴강도를 상회함으로써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된다. 열역학적으로 

U(s) + O2(g) = UO2(s)의 식에서 우라늄의 산화는 400 K에서 조차 PO2 = 

1.013×10-129 torr의 양만 있어도 반응이 일어나므로 1차 및 2차 가스를 충분

히 흘리도록 해야한다.

    계절에 따른 냉각수의 온도뿐만 아니라, 냉각 자켓에 접촉되는 몰드 외

경의 정도도 몰드의 온도 구배에 향을 주므로, 실험의 재현성을 위해서 몰

드 외경의 치수를 일정하게 해야 한다.

    몰드의 재질로는 마찰계수가 작아 연속주조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

는 BN 재질을 사용하 다. 몰드 안에 유입된 용탕이 서냉 응고할 경우에 나

타난 반응정도를 EDX와 XRD를 사용하여 반응 정도를 알아보았다. Fig. 

6.106(a)는 시편을 채취한 우라늄 봉과 BN 몰드이고, Fig. 6.106(b)는 EDX 

결과이다. 우라늄 용탕과 BN 몰드와의 반응 부위를 에폭시 수지로 

mounting한 상태에서 횡단면을 절단하여 최대한 경계부위의 박리가 없도록 

한 상태에서 EDX 분석 결과 탄소와 보론이 침입형 원소로서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Fig. 6.107의 XRD에 의한 정성 분석에서는 우라늄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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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화합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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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06. Photograph of (a) BN mold and cast bar specimen and

      (b) EDX results of BN and uranium reaction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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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107. XRD results of BN and uranium reaction layer.

   (나) 온도 구배 및 인출속도

       우라늄 연속 주조에 대한 열해석 결과, 적절한 용탕 온도, 몰드 온도

와 인출 속도를 Table 6.24와 같이 설정하여 실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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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4. Experimental conditions for uranium continuous casting

        

인출속도

용탕온도 (℃)

1,230 1,430 1,480 1,530

(Ⅰ) 2mm/2초 ● ● ● ●

(Ⅱ) 1mm/3초 ●

(Ⅲ)

7mm/2초

3mm/1초

2mm/0.5초

● ●

    용탕 온도와 인출 속도는 응고층의 두께에 향을 미치며, 응고층의 두

께는 열전달의 크기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적정한 주조 속도와 주조 

온도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응고층의 온도구배가 심해지면 이에 

따른 열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지름 13.5 mm와 같은 작은 직경에서는 주형

과 주괴와의 접촉 면적이 크기 때문에 열전달이 잘 이루어지므로 인출속도

가 응고 속도에 용탕 온도 조건 보다 더 큰 향을 미치게 된다. 도가니 위

치의 열전대와 pyrometer로 측정된 용탕 온도를 비교하여 보면, 우라늄 용탕

의 경우가 Cu 용탕의 경우보다 100∼130℃ 정도 더 낮아, 우라늄 용탕은  

교반에 의한 대류 및 열전도도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몰드 내

로 유입되는 용탕과 도가니의 용탕과의 열전달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으므

로, 주조 시 용탕의 온도는 용융점보다 200∼250℃ 정도 승온 시키는 것이, 

몰드 Ⅰ, Ⅱ의 온도와 비교할 경우 용탕의 유동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6.25의 (a)는 인출속도 Ⅰ의 45 mm/min에서 주조온도에 따른 변

화를 나타내고 있다. Fig. 6.108에서와 같이 인출봉의 상태가 양호한 ④에 비

교하여 ⑤의 경우는 더미 바의 인출시점부터 파단(break-out)시점까지 외경

이 점차로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몰드 내부에서 ring의 형성으로 

인한 용탕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타낸다. Cu의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인출과정에서는 몰드 Ⅱ의 온도 변화는 점차 증가하 고, 우라늄 

연속주조 시 최적의 적정 용탕온도와 인출조건은 ④의 조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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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5(a). Initial experimental condition for continuous casting and

             their results with drawing speed (I)

회수 용탕(℃) 도가니(℃) 몰드I(℃) 몰드II(℃) 인출속도 결   과

① 1,244 1,137 1,040 787
2mm, 

2초정지
1 cm 인출

② 1,244 (1,137) 1,034 833
2mm, 

2초정지

63 cm, 균열 및 

직경변화있음

③ 1,390 1,274 1,130 823
2mm, 

2초정지

30 cm, 표면산화 

및 직경변화있음

④ 1,420 1,288 1,126 828
2mm, 

2초정지

60 cm, 표면상태 

및 직경변화없음

⑤ 1,360 1,238 1,148 812
2mm, 

2초정지

130 cm, 

표면상태양호, 

직경변화있음

Table 6.25(b). Initial experimental condition for continuous casting and

              their results with drawing speed (II)

회수 용탕(℃) 도가니(℃) 몰드I(℃) 몰드II(℃) 인출속도 결과

⑥ 1,429 1,278 1,204 890
1mm, 

3초정지
70 cm(균열)

Table 6.25(c). Initial experimental condition for continuous casting and

              their results with drawing speed (III)

회수 용탕(℃) 도가니(℃) 몰드I(℃) 몰드II(℃) 인출속도 결과

⑦ (1,240) 1,111 1,082 705
7mm,

2초
5 cm

⑧ (1,340) 1,200 (1,100) 735
3mm,

1초
1 cm

⑨ (1,300) (1,160) 1,050 909
2mm, 

0.5초
1 cm

⑩ (1,350) 1,246 1,115 852
15mm, 

10초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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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ithout 2nd cooling gas injection

       (b) Table 6.25 ③ condition

       (c) Table 6.25 ④ condition

       (d) Table 6.25 ⑤ condition

Fig. 6.108. Photograph of continuous casting uranium bar

                  at drawing speed 45 mm/min.

    그리고 ①, ②, ③은 ④, ⑤에 비교하여 1 차 가스의 주입량을 30ℓ/mim

로 동일하게 하 고, 2 차 가스의 주입량은 20ℓ/min 보다 적게 공급하 으

나, 같은 인출 속도와 비슷한 용탕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응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온도구배는 ④의 조건과 같이 하되 Table 6.25 ⑥

의 조건과 같이 인출속도를 천천히 인출하여 보았다. 그 결과, Fig. 6.109에

서 보듯이 인출봉의 시작 부분뿐만 아니라 인출봉의 곳곳에서 횡방향으로의 

심한 균열이 나타났고, 마지막 단락되는 부근에서는 그 정도가 심했다. 이는 

Fig. 6.110에서 보듯이, 몰드 I, Ⅱ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응고

계면의 상승을 유발하여 액상금속의 온도구배의 격차 심화 및 응고셀의 재

용해가 일어나고, 응고 셀에 미치는 철정압이 압축 응력 보다 높게 되면서 

표면에 대한 blebbing 현상으로 표면 결함(균열)을 생성시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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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09. Photograph of continuous casting uranium bar

                  at Table 6.25 condition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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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0. Temperature profiles during continuous casting

                  at Table 6.25 condition ⑥.

    전체적인 온도구배를 낮춘 상태에서 Table 6.24 Ⅲ과 같이 인출 속도를 

증가시키면, Table 6.25(c)와 같이 심한 균열 및 초기 응고가 제대로 되지 않

는 결과를 보 다. 인출길이가 짧아서 인출 도중 몰드에서의 온도구배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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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을 알 수 없지만, 인출속도를 증가시킬 경우, 내부 응력의 증가로 인해 파

단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우라늄 연속주조 실험으로부터 다음의 사실들을 정리할 수 있었

다.

    - 용탕 온도, 인출 속도 및 가스의 유입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인출봉의 

길이 변화가 있었다.

    - 우라늄 연속주조의 최적조건으로서는 2차 가스를 20 ℓ/min 이상을 

주입한 상태에서, 용탕 온도 1,420℃, 인출 속도 45 mm/min으로 연속주조 

하 을 때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장입한 우라늄 원료를 전량 연

속주조 하는데는 실패하 다.

    - 따라서 완전한 연속주조 공정 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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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의 개념설정과 계통분석 그리고 공정

Mock-up 시험 완료를 제1단계 연구 개발 목표로 하여 수행한 4개년의 본 

연구에 있어 각 단위 연구 내용들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달성도와 기여도 차

원에서 포괄적인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 개념설정 및 계통분석

      -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탈피복/분말화공정, 리튬금속을 환원제로 이

용한 고온 용융염 금속전환공정, 금속전환체 연속 주조공정 및 전기분해법

을 모체로 한 Li금속 회수공정 등의 핵심공정으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차

세대관리공정을 설정하고 이론적 평가 및 실험적 평가에 의한 계통 분석을 

완료하 다.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의 예비 경제성 분석차원에서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 대안별 비용분석을 통하여 차세대관리 공정에서의 사용후

핵연료 금속전환 비용의 손익 분기점을 추산한 결과, 1998년 불변가격 기준

으로 금속전환 비용이 약 US$ 120,000/tU 이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되었다.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의 핵 비확산성에 대한 평가를 제염

계수와 U/Pu 상호분리능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IFR 핵연료주기에 대

한 핵 비확산성 평가 결과를 상대 비교함으로써 핵 비확산성 기술로서의 논

리적 개념을 정립하 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관련 세부 요소기술들의 예비 평가

      - 사용후핵연료 건식 탈피복 및 분말화를 위한 반응 조건(산화 온도 

: 400∼600℃)과 그때의 산화분말 입도분포(20∼60 μm)를 규명하 다.

      - 고온 LiCl 용융염내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리튬에 의한 

금속 전환 반응조건을 규명하 으며 그 때의 전환율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반응변수 최적조건 확립

         반응온도: 650 - 750 ℃, Li 과잉량: 20 %,

         LiCl/U3O8: 3/4(무게비), 반응시간: 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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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늄 및 기타 대표 핵종의 금속전환율

         U:96%, Cs:2%, Sr:7%, Pd:100%, Nd:18%

      - 산화리튬이 용해된 LiCl-CsCl-SrCl2 복합 용융염계로부터 전기분해

법에 의한 Li금속 회수실험을 수행하여 전극의 형태 및 표면적에 대한 향

을 정량적으로 평가하 으며 리튬금속의 선택적 회수를 위한 시스템 적용 

전압조건(3V DC)을 규명하 다.

      - 복합 용융염 특성시험 차원에서 LiCl-NdCl3 계의 상평형도를 완성

시켰으며, LiCl 용융염계에서 온도에 따른 Li2O의 용해도를 육안 관찰법으로 

온도 범위 650 - 850℃에서 규명하 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올라이트를 이용

한 LiCl 용융염내의 Cs과 Sr원소를 흡착제거하기 위한 기초실험을 수행하여 

이온교환 평형도달 시간 및 흡착능을 규명하 다.

      - 고온 용융염 취급 장치용 재료 선정 평가를 위하여 스테인레스 강

(316L, 304L), 고온 내열 합금(MORE 1, Super 22H) 및 탄탈륨 금속의 고온 

LiCl 용융염계에서의 부식속도를 측정한 결과, 750℃까지의 운전 온도 범위

에서는 탄탈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5%Li2O-LiCl 용융염계에서의 내부식성(1mg/cm
2h 이하)이 우수한 

Fe-Cr-Ni 3원계 합금강을 개발하 다.

      - 이송양정 최대 5m까지의 용유염 이송조건 및 배관구성 방법을 가

압 및 진공흡입 방식을 채택하여 규명하 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안전해석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개발과 관련하여 Mock-up 시험공

정 및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 관리다발 모형별 핵임계 안전해석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판별하고 안전조건을 제시하 다.

      - IMEF 예비핫셀의 Hot Test 전용을 위한 차폐해석 및 핵임계 안전

해석을 예비 평가 완료하 으며 그 결과로서 IMEF 예비핫셀의 전면 중차폐 

콘크리벽( 도:3.4g/cm3)이 77 cm이상이고 PWR 사용후핵연료(50GWd/tU) 

120 kg미만을 취급하면 방사선 차폐관점에서 안전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판

단된다.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개발과 관련하여 PWR 핵연료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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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전환시킨 금속전환체를 기존의 PWR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및 수송용

기에 적용할 경우에 대한 온도분포를 계산하여, 열 안전성 측면에서 금속전

환체의 적용성 여부를 평가하 으며 이의 결과로서 GA4 수송용기와 볼트저

장 방식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 다.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 공정장치(탈피복/분말화 장치, 연속 주조

장치,금속전환 장치의 용융염 배출관)에 대한 이론적 열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실험상의 시행오차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변수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최적 

실험조건을 예비 도출하 다. 

      - PWR 사용후핵연료를 차세대관리 공정을 거침으로써 금속으로 전

환시켜 연속 주조한 후 헬륨으로 충전된 캐니스터내에 건식저장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저장용기의 기능상실에 따른 공기 유입시를 모델로 한 저장온도 

조건별 산화시험 결과, 금속전환 저장체내의 희토류 금속들은 산화속도를 빠

르게 하는 작용을 하 으며 팔라듐과 지르코늄은 산화속도를 억제시키는 방

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규명하 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Mock-up 시험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Mock-up 시험을 위하여 공기분위기

의 대형 로브박스(4m(W) x 3m(L) x 5m(H))와 알곤분위기의 대형 로브

박스(4m(W) x 4m(L) x 5m(H))를 제작완료 하 으며 본 시설내에 사용후핵

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핵심장치인 탈피복/분말화 Mock-up 장치, 금속전환 

Mock-up 장치, 리튬용융염 전기분해 Mock-up 장치를 각각 제작/설치 완료

하 다.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의 실용화를 위한 진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공정소요 장치개발 연구인 Mock-up 시험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의 

탈피복/분말화 장치에 대한 시험평가는 계획대로 수행, 완료하 으나 금속

전환장치에 대한 시험평가는 3차례의 운전시도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기의 

파손문제로 계획대로 수행하지 못하 고 이의 후속장치인 폐용융염으로부

터의 리튬금속 회수를 위한 전기분해장치의 시험평가도 자동지연 되었다.

      - Mock-up 시험장치의 운전 및 성능시험 평가를 통하여, 사용후핵

연료 탈피복/분말화 장치는 적정 반응온도 및 공기유량에서 반응시간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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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부여하 을 탈피복 종료후 산화 우라늄 분말회수율이 99 %에 달하는 우

수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금속전환 장치의 성능 시험에서는 반응기의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몇가지 개선사항과 추가 연구사항만을 제안하는 수준으로 연

구를 종료하 다.

      - 고온 용융염 취급 금속전환장치의 3차례의 운전실패 결과와 경험으

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할 사항과 추가 연구 사항을 제안한다면; 

첫째, 온도 상승에 따른 장치 열팽창은 배관 및 부속장치의 연결로부터 자유

로운 방향으로 흡수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리튬에 의한 사

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직접 환원을 고수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Li2O

가 용해되어 있는 고온 용융염 취급 재료의 개발에 연구의 무게를 주어야 

하며, 셋째, 사용후핵연료 펠렛을 이용한 직접 환원을 적용할 경우에는 리튬

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환원과정에서 형성되는 펠렛 내부의 공극에 잔존하

는 Li2O 포화상태의 용융염 제거 연구가 추가 수행되어야 하며, 넷째, 리튬

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직접환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장치 재료의 근

원적 문제 발생에 대비한 사용후핵연료의 염화물 전환후 리튬에 의한 금속

전환 방법을 고려해 봄직하다.

      -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체를 저장이 용이한 주조봉으로 제조하기 

위한 기술개발 차원에서, 우선 방향성 주조와 연속 주조에 대한 실험적 예비 

평가를 통하여 2차 폐기물 발생량의 최소화를 위해 연속 주조 방법이 바람

직할 것으로 결론지어졌고 이에 따라 연속 주조 Mock-up 시험 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현재까지 직경 13.5mm 봉을 대상으로 길이 1,300mm까지 주조하

는데 성공하 으나 주조 길이의 확장과 운전 신뢰성을 위해서는 잔존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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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의 실용화가 이룩된다

면 다음과 같은 최종적인 활용 계획이 기대된다.

  - 창의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개발로 원자력 기술경쟁력을 배가하고 

더욱 나아가 기술수출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국내 후행핵연료주기 정책에 능동적이고도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인프

라를 구축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

◦제1단계 연구에서 확보된 비방사성 요소기술 반응성 평가 및 최적조건 

규명, 그리고 비방사성 Mock-up 장치 제작/설치/운전 경험과 부분적인 

완성 또는 미완성 시험 결과들은 현재 제2차년도 연구가 진행 중인 한러 

국제 공동연구(ISTC Partner Program Project #1705P, 2003년 1월 종료)

에서의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금속전환 반응성 검증시험을 통하여 

확보될 비방사성 시험에서 취급이 불가능했던 일부 원소들에 대한 금속

전환 평가결과와 함께 제2/3단계 연구에서 수행하기로 계획된 독자적인 

종합 공정 Hot Test 검증을 위한 장치 설계와 운전절차 설정에 직접적으

로 활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추진한 고온 용융염 취급기술과 경험은 현재 국내 산업에서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 용융염 기술의 응용과 기초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본 연구의 Li2O 함유 고온 용융염 취급용 재료부식 시험과정에서 개발된 

내부식성 초합금 KSA(KAERI Super Alloy)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특수합금과의 내부식성 상대비교 시험결과에서 우수한 성질을 보

임으로써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미국/일본/독일에 특허출원 하 고 부

가적인 기계적 특성과 판재/파이프/봉 등의 가공성 시험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가 얻어지면 그 산업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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