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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 목표  내용

∙건식공정 시료내 성분원소 정량  화학특성 측정기술 개발

  - 용융염내 방사성 핵종(Cs, Tc, Np, Am, Cm) 정량기술 개발

  -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내 성분원소 정량  화학  평균연소도 측정기술 개발

  - 용융염내 주요 성분의 용해도 자료 생산

  - 용융염 산도측정 극 개발  속 환율 in-line 측정기술 개발

  - 기화학  방법에 의한 산화우라늄 환원공정 최 화

∙조사핵연료 내 동 원소 분포 측정시스템 개발

  - 동 원소 분포측정을 한 LA/ICP-MS와 Micro-XRD 측정시스템 구성  성능 시험

  - 조사핵연료 화학시험․평가를 한 동 원소 분포  미세 결정구조 변화 측정

 2. 연구결과

  - 용융염내 방사성 핵종(Cs, Tc, Np, Am, Cm) 정량기술 확립  정량 차서 확보

  -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내 Am, Cm, Tc, 3H, 14C 정량기술  O/M비 측정기술 확립과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화학  연소도 측정법 개발

  - 용융염내 Li, U, U3O8, Cs, Sr, Ba 용해도 자료 생산

  - 용융염 산도 측정 극 제작/성능 검증  공정  속 환 공정반응도 in-line 측정기술 

    확립 ( 속 환 공정반응도 in-line 측정기술은 국내 특허 출원됨.)



 2. 연구결과(계속)

- 기화학  방법에 의한 우라늄 산화물 환원 방법을 국내 최 로 고안하고 환원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속 환 공정  해․정련 공정에 기여

- 미세 역에서의 동 원소 분포 측정을 한  laser ablation/ICP-MS 측정시스템 개발

- 핵연료 시편에 한 용성 시험결과(동 원소비 측정정 도 : 5 % 이하, 공간분해능 :  

  50 μm), 시스템 방사선 차폐 후, 조사핵연료 건 성 시험 평가에 활용

- Micro-XRD concentrator를 자체 제작하여 상용 XRD의 X-ray beam size(16 x 1 mm)를  

  200배로 축소(4 x 0.02 mm)한 micro-XRD 측정시스템 구성 

- Micro-XRD 측정시스템의 성능 검증결과, UO2 pellet의 회 피크(2θ = 28.32o, 피크세기는  

  검출한계의 75배), 피크분해능(Kα1, Kα2), 공간분해능(50 μm 이하)  재 성(2θ = ± 0.01o)

  을 확인하고, 우라늄 소결체  지르코늄 산화물의 미세구조 변화 측정에 용  

 3. 기 효과  활용방안 

- 용융염 는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내 성분원소 정량기술과 용융염내 화학특성 측정기술은 

  속 환 공정  해․정련 공정기술 실증에서 요구되는 공정  물질수지 생산  

  해․정련 공정기술 개발에 활용하고 고온 건식공정 시료의 화학분석을 지원 

- 속 환 공정반응도 in-line 측정기술은 공정  속 환율의 실시간 측정뿐만 아니라, 

  측정기술 자동화에 기여

- Laser Ablation/ICP-MS  Micro-XRD 측정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조사핵연료의 

  건 성과 안 성을 검증할 수 있는 화학 시험․평가기술을 확립하 고, “신형/미래형 

  핵연료 개발”에 용할 정임.

- Micro-XRD 측정시스템은 새로운 재료물질 개발에 필요한 미세 결정구조 변화를 측정 

  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 신소재 개발에 련된 산업체의 품질 향상에 첨단 

  측정기술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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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핵연료주기 화학측정기술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978년 고리 원  1호기가 최 로 가동된 지 25년이 지난, 재 국내 총 

18기의 원자력발 소가 운 되고 있으며, 울진 5, 6호기가 상업운 을 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운 원  건설을 지속 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는 원자력 발 에 의한 안정 인 에 지 공

을 하여 범국가 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외 인 원자력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원자력발 소 운 으로 된 사용후핵연료의 효율

인 리와 이용, 그리고 방사성폐기물의 안 한 처리와 처분에 한 국가

인 요구가 두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간 원자력 핵심기술 이 의 제한

성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안 한 리․이용  지

속 인 원  운 과 련된 선․후행 핵연료주기 기술은 반드시 자체 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자립을 이룩하여야 한다.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으로 수행 인 고온건식 용융염 공정기술 개발을 

성공 으로 유도하기 하여 사용후핵연료 는 고온 용융염내 화학측정 기

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 국내에서는 원 의 경제성 향상을 하여 핵연

료의 장주기, 고연소 정책에 개함에 따라 새로운 핵연료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핵연료의 상용화에 필수 으로 따르는 조사핵연료 건

성을 평가하기 하여 다양한 화학시험․평가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 건식공정의 물질수지 생산에 필요한 건식공정 시료

내 성분원소 정량기술 개발, 건식공정 화학특성 측정기술 개발, 그리고 새로

운 핵연료 개발과 련하여 조사핵연료 건 성 평가에 필요한 동 원소 분

포  미세 결정구조 변화에 한 화학시험․평가 자료를 제공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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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ablation ICP-MS  Micro-XRD 측정시스템과 같은 첨단 측정시스템 

을 개발함으로써 핵연료주기 화학측정 기술을 확립하고자 하 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범

□ 건식공정 시료내 성분원소 정량기술 개발

건식공정 개발과 리에 필요한 물질수지 평가를 하여 LiCl 용융염 내 

주요 성분원소(
137Cs과 99Tc를 포함한 공존 핵분열생성물, 237Np, 239Pu, 241Am 

 244Cm),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 내 휘발성 핵종(14C  3H)  Minor 

Actinide Element(237Np, 241Am  244Cm)의 정량기술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평균연소도  O/M 비 측정기술을 개발하 다. 

연소도가 다른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이 혼합된 주원료 물질의 물리, 화

학  특성을 표할 수 있는 시료 채취법을 선정하고 균질도를 정할 수 

있는 통계  기법을 확립하여 화학분석과 평균 연소도 측정에 합한 시료

를 채취하 다. 용융염과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 시료의 화학특성을 조사하

고, 이를 근거로 99Tc(장반감기 핵종)  137Cs(고방열 핵종)을 비롯한 16 개 

주요 핵분열생성물 원소와 U, 
237Np, 239Pu 241Am  244Cm이 함유되어 있는 

모의 용융염 용해용액, 는 모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을 제조하여 성분원

소 정량기술 개발에 사용하 다. 원자흡수/방출 분 분석법으로 Cs  공존 

핵분열생성물을 정량할 때, 용융염 매질인 LiCl과 사용후핵연료 매질인 우라

늄에 의한 간섭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매질효과를 제거하기 하여 이온교

환수지법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로 한 개의 시료로부터 성분원소들을 순차

으로 개별 는 군으로 분리,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최 화한 후, 유도 

결합 라스마 원자방출 분 분석법(ICP-AES), 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

석법(ICP-Mass Spectrometry)  방사능 계측법으로 정량하는 차를 확립

하 다. 개발한 정량기술을 용하여 성분원소의 회수율을 측정하고 정량한 

결과의 상  표 편차(RSD)로 분석신뢰도를 평가하 다. 사용후핵연료의 경

우, 실제 연소도가 각 각 다른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개발한 정량기술을 

용하여 성분원소를 정량하고 Origen2 산코드로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여 

확립한 정량기술의 용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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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 안에 설치한 사용후핵연료 용해  포집장치를 사용하여 사용후핵연

료에 함유되어 있는 14C을 원격조작으로 회수하 으며, 연속 으로 3H을 회

수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과 같은 고방사성 폐액의 발생을 최소화

하 다. 확립된 정량 차에 따라 37,000 MWd/MtU 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

에 함유되어 있는 14C과 3H을 정량하고 Origen2 산코드로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 으며 상 표 편차(RSD)로 분석신뢰도를 평가하 다.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연소도 측정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기존에 사

용하던 음이온교환수지에 의한 지표원소 분리방법 신 이온크로마토그라피

에 의한 분리방법을 사용하여 연소도 측정시간을 단축시키고 측정 정확도를 

개선하 다. 상기 방법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를 측정하고 기존의 방법

으로 측정한 연소도 자료와 비교하여 신뢰도를 평가하 다. 

연소도가 20,000～70,000 MWd/MtU 범 인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O/M 비 측정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핵분열생성물 산화물의 함량이 0.73～

5.15 % 범 가 되도록 제조한 모의 사용후핵연료(UO2)와 모의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U3O8)을 사용하여 열 무게 측정법과 습식법에 의한 화학분석으로 

얻은 O/M 비 측정결과를 이론 으로 계산한 O/M 비와 비교하여 고가의 

O/M 비 측정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분석에 의한 습식법으로도 O/M 비

를 결정할 수 있었다. 

□ 건식공정 화학특성 측정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는 건식 환원공정의 반응경로와 반응속도를 측하기 하여 

온도와 산화리튬의 농도 변화가 반응물들의 용해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

았다.  산화리튬이  없는 상태에서 반응물들의 기 용해도 값이 매우 

작아 반응속도가 작을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온도와 산화리튬의 농도를 

변화시켜 용해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속도가 가속될 수 있는 환원공정의 

최 조건을 찾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속 리튬으로 우라늄산화물을 환원시키는 공정에서 우라늄산화물이 얼마

나 환원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기존의 측정방법은 반응 의 우라늄 분말을 채

취하여 재 산화시킬 때 얻어지는 무게증가로 평가하는 직 인 방법과, 당

량 으로 생성되는 반응부산물인 산화리튬의 농도를 측정하여 계산하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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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이 있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환원반응이 일어나는 순간의 환

원율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측정방법으로 인하여 측정 불확도가 

크게 증가한다.  환원반응 기에 생성되는 산화리튬의 양은 매우 작으며, 

우라늄산화물이 환원될수록 산화리튬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기본 인 사실과 

산화리튬의 정확한 농도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농도변화를 실시간으로 

찰할 수 있다면 환원반응이 진행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단

하여, 본 과제에서는 실시간으로 산화리튬의 농도변화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

발하고자 하 다.

2002년 후반기부터 반응성이 큰 리튬 속을 사용하여 우라늄산화물을 환

원시키는 신에 기화학 으로 리튬 속을 생성시켜 우라늄산화물을 환원

시키는 반응에 한 연구를 추진하여 왔다.  이 방법은 새롭게 시도되는 기

술이므로 류에 의해서 생성되는 리튬 속이 효율 으로 우라늄산화물과 

반응하여 최 의 류효율을 갖도록 하는 것과 우라늄산화물 자체를 환원

극으로 사용하는 극의 구조  산화 극 물질의 선택 등에 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기화학  

방법에 의한 환원공정의 반응특성과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환원반응에 미치

는 온도의 향과 산화 극 물질의 향 등을 살펴보고자 하 다.

□ 조사핵연료 내 동 원소 분포  미세 구조변화 측정시스템 개발

조사핵연료(특히, 핵연료 rim 역)의 화학  연소특성을 규명하기 하여 

방사선 차폐 미세 역 내 동 원소 분포 측정시스템이 필요하다. 핵연료의 

심에서 가장자리까지 요한 지표원소들의 경방향 분포를 측정하기 하

여 laser ablation/ICP-MS 측정시스템을 구성하 다. 

먼  측정시스템의 방사선 차폐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SCALE 4.4 코드에 

의한 차폐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차폐체를 선정하 다. 한 러 박스, 

laser 시스템, CCD 카메라, 미세 시료이동장치  시료 이송장치 등을 고려

하여 측정시스템의 체 인 구성개념을 설정하고 구성부품의 규격을 결정

하여 측정시스템의 개념도면을 작성하 다. 개념 설계 시 설정한 규격에 따

라 laser source, image analyzer, XYZ motion controller  기타 학부품

을 도입하여 laser ablation 시스템을 구성하 으며, ablation chamber와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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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부품들은 자체 제작하여 설치한 후, 각 구성부품의 

규격  연계성능을 검사하기 하여 학정렬을 수행하 다. 

시편에 한 laser ablation 성능을 시험하기 하여 image 해상도  배

율을 검토하고, laser power 변화에 따른 에 지 검출, crater의 형태  크

기 변화를 측정하 다. 한, 시편의 미세 이동장치에 한 미세이동 성능을 

확인하 고, 거리에 따라 crater 크기가 변화되는 것을 찰하 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laser ablation 시스템과 재 활용 인 ICP-MS 측

정시스템을 결합하여 laser ablation/ICP-MS 측정시스템을 구성한 후, 공간

분해능(50 ㎛ 이하)  동 원소 비의 측정 정 도(RSD < 10 %)에 한 종

합 인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미세 역내 동 원소 분

포를 측정할 수 있는 용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 다.

핵연료의 고연소 특성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rim 부근의 미세 결

정구조 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상용 XRD(X-ray diffractometer) 측정시스

템을 개조하여 미세 역내 상변화에 따른 X-선 회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Micro-XRD 측정시스템을 구성하 다. 

X-선 beam 크기를 축소하기 하여 두 개의 니 속 거울(nickel metal 

mirror)과 exit slit으로 구성된 micro beam concentrator를 제작하 으며 미

세 빔 정렬장치를 이용하여 거울의 상하, 기울기 조 이 가능하도록 설치하

다. 한, 조사시편을 장착하기 용이한 sample holder를 제작하고 경방향으

로 미세이동하기 한 장치를 구성하 다. 구성한 micro-XRD 측정시스템의 

학정렬을 완료한 후,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micro-XRD 측정시스템의 공간

분해능과 재 성을 측정하 다. 특히, 균일한 결정구조를 갖는 UO2 시편과 

zirconium 산화물이 일부 생성된 Zircaloy-4 시편의 미세부  결정구조 변화

를 측정 비교하여,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rim 역내 결정구조변화를 측정하

기 한 micro-XRD 측정시스템의 용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 다. 

IV. 연구개발결과

□ 건식공정 시료내 성분원소 정량기술 개발

건식공정 시료의 용해와 Np, Pu의 산화수 조 에 합한 산으로 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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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O3을 선택하 다. 과산화수소로 Pu과 Np의 산화수를 Pu(IV)  Np(IV)

로 조 하고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 건식공정 시료와 사용후핵연료 산화물의 

매질인 리튬(Li)과 우라늄(U) 그리고 공존 성분원소로부터 Pu과 Np을 선택

으로 분리․ 착한 후, 알 분 분석법으로 239Pu  237Np을 정량하는 방

법을 확립하 다. 모의 용융염 용해용액을 상으로 확립된 차에 따라 Pu

과 Np을 분리․정량한 결과 239Pu과 237Np의 회수율은 각 각 90 %  92 %

이었으며 분석결과에 한 상 표 편차는 5.6 %  3.3 %로서 재 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용후핵연료(연소도 36,000 MWd/MtU) 산화물을 

상으로 237Np을 정량하고 Origen2 산코드로 계산한 값과 비교한 결과 

-11.2 % ∼ -7.6 % 범 에서 잘 일치하 으며, 분석결과의 상 표 편차는 

1.9 %로 비교  재 성 있는 결과를 얻었다. 

LiCl 용융염 내 핵분열생성물(Cs, La, Ce, Pr, Nd, Sm,  Eu, Gd, Y, Ba, 

Sr, Mo, Zr, Ru, Pd  Rh)을 고온도로 원자흡수분 분석법과 유도 결합 

라스마 원자방출분 분석법으로 정량할 때 LiCl매질에 의한 간섭효과를 조사

한 결과, 핵분열생성물의 실제 첨가량보다 낮은 측정결과를 얻게 하는 LiCl

의 매질효과를 제거하기 하여 LiCl로부터 모든 핵분열생성물의 사  분리

가 필수 임을 알 수 있었다.  

Pu  Np 분리과정에서 회수한 U, Am, Cm  공존 핵분열생성물을 양

이온교환수지법, 음이온교환수지법 그리고 HDEHP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로 

시료의 매질인 Li과 U 그리고 공존 성분원소로부터 군 는 개별분리하고 

감마선분 법(137Cs), 유도 결합 라스마 원자방출분 법(우라늄  핵분열

생성물)  알 분 법(
241Am, 244Cm)으로 정량하는 분석법을 확립하 다. 모

의 용융염 용해용액을 상으로 확립된 차에 따라 분리․정량한 결과 핵

분열생성물들의 회수율은 96.0 % ∼ 101.4 % 범 이었다. 분석결과의 상

표 편차는 0.65 %∼ 3.87 % 범 이었으며, 1) Cs-U, 2) Ba-Sr, 3) Zr, 4) 

Mo-Cd, 5) La-Ce-Pr-Nd-Sm-Eu-Gd-Y, 6) Ru-Pd-Rh과 같이 6 개의 군으

로 분리하여 동시에 정량이 가능하 다. 

음이온교환수지법  양이온교환수지법에 의한 분리과정에서 Am과 Cm

은 화학특성이 매우 유사한 란탄족 핵분열생성물과 함께 회수되기 때문에, 

HDEHP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 에서 0.05 M DTPA/0.5 M Lac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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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리액을 사용하여 Am과 Cm을 선택 으로 분리․회수하여야 한다. 모의 

용융염 용해용액을 상으로 확립된 차에 따라 분리․정량한 결과, 241Am

과 244Cm의 회수율은 각 각 92.0 %, 96.9 %이었으며 분석결과의 상 표 편

차는 2.2 %, 1.8 %로서 매우 재 성 있는 결과를 얻었다. 사용후핵연료(연소

도 36,195  38,967 MWd/MtU) 산화물을 상으로 241Am과 244Cm을 정량

하고 Origen2 산코드로 계산한 자료와 비교한 결과 241Am은 2.8 % ～ 6.2 

% 그리고 244Cm은 -0.004 % ～ 7.2 %의 범 에서 잘 일치하 으며 분석결

과의 상 표 편차는 1.0 % ～ 3.3 %  2.6 % ～ 6.8 %이었다. 

건식공정 시료와 사용후핵연료 산화물의 매질인 Li과 U 그리고 공존 성

분원소로부터(특히, 질량분석을 할 때 동 원소 간섭을 하는 99Ru으로부터) 

99Tc를 분리하기 하여 Tc의 산화수를 TcO4
-로 조 하고, 음이온교환수지

법 는 TEVA․spec 추출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한 후 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으로 정량하는 조건을 확립하 다. 모의 용융염 용해용액을 상

으로 확립된 차에 따라 분리․정량한 결과 
99Tc의 회수율은 AG 1×8 음이

온교환수지법과 TEVA․spec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법 모두 동일한 결과

(100.6 %)를 얻었으며, 분석결과의 상 표 편차는 각 각 2.3 %  1.2 %로 

매우 재 성 있는 결과를 얻었다. 사용후핵연료(연소도 36,000 MWd/MtU) 

산화물을 상으로 분리․정량하고, Origen2 산코드로 계산한 값과 비교한 

결과 AG MP-1 음이온교환수지법과 TEVA․spec 추출크로마토그래피로 분

리하여 정량하는 방법 모두 0.0 % ～ 0.7 % 범 에서 잘 일치하 으며 분석

결과의 상 표 편차는 각 각 0.6 %  0.4 %로 비교  재 성 있는 결과를 

얻었다. 

사용후핵연료에 미량 함유되어 있는 
14C과 3H을 정량하기 하여 하나의 

시료로부터 14C과 3H을 순차 으로 회수하고 액체섬 계수법으로 정량할 수 

있는 분석조건을 확립하 다. 용해과정에서 휘발되어 14C과 3H 정량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129I2는 Ag-silica gel 흡착제를 사용하여 모두 제거하 다. 

모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을 상으로 분리․정량한 결과, 14C  3H의 회

수율은 각 각  91.9 %  99.7 % 이었으며 상 표 편차는 2.8 %  0.9 %

이었다. 사용후핵연료(연소도 37,000 MWd/MtU)를 상으로 정량한 결과는  

Origen2 산코드로 계산한 값보다 14C의 경우 22.6 % 그리고 3H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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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로 매우 작은 결과로 얻어졌으며, 상 표 편차는 각 각 < 0.4 %  

1.4 % 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본 JAERI에서 보고한 연구결과와 같이 

상당량의 3H이 지르칼로이 피복 으로 이동하 거나, 조사후시험을 하여 

사용후핵연료 펠렛을 꺼내거나 자르는 과정에서 14C이 휘발되었기 때문이라

고 단한다.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평균 연소도와 화학  양을 측정하기 하여 사

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장용기로부터 표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샘 링 

방법과 산화분말의 균질도를 정하고 표값을 추정하는 통계  기법을 확

립하 다. 200 g 용량 드럼의 용 을 가상 으로 108 구역으로 세분하 으며 

난수를 발생시켜 시료 채취 을 결정하는 임의시료 채취법과 채취된 시료의 

화학  특성을 나타내는 측정값을 이용해서 표값을 추정하고 일정한 신뢰

구간에서 모집단의 균질도를 정할 수 있는 통계  기법을 확보하 다.

역상분리 을 사용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로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에 

함유되어 있는 Nd을 선택 으로 분리․회수하고 열이온화질량분석법으로 정

량하여 연소도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 다. C18 분리 과 양이온교

환 분리 을 결합한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으로 연소도 36,000 MWd/MtU인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연소도를 측정한 결과, 기존의 음이온교환분리법에 

의한 결과와 -0.8 % ～ +0.37 % 범 에서 잘 일치하 으며, 상 표 편차는 

1.9 %로 재 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본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연소도 측정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측정시간을 크게 단축시킬수 있었다. 

사용후핵연료 산화물의 O/M 비를 측정하기 하여 0.73 ～ 5.15 wt.%의 

핵분열생성물 원소의 산화물이 함유되어 있는 30,000 ∼ 60,000 MWd/MtU 

범 의 모의 사용후핵연료(UO2, U3O8)를 사용하여 습식법에 의한 성분원소

의 화학분석으로 O/M 비를 측정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 다. 열 량무게

분석에 의한 건식법으로 O/.M 비 측정결과를 비교하 다. 습식분석에 의한 

방법을 용하여 모의 UO2 분말시료의 O/M 비를 측정할 경우 이론 으로 

계산한 결과(1.992～1.953)와는 0.05 ～ 0.15 % 범 에서, 그리고 모의 U3O8 

분말시료의 경우 이론 으로 계산한 결과(2.650～2.546)와 0.04 ～ 0.65 % 범

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건식법에 의한 O/M 비 계산결과는 

선형성을 찾기 어려웠다. 60,000 MWD/MtU 이하의 연소도를 갖는 사용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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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의 O/M 비를 측정할 때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사성분계 합

(Mo0.4-Ru0.4-Rh0.1-Pd0.1)은 O/M 비 측정에 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습식정량에 의한 보정만으로 O/M비를 결정할 수 있었다. 

 건식공정 화학특성 측정기술 개발
건식공정 매질인 LiCl 용융염 내 우라늄산화물의 용해도를 측정하기 하

여 ICP-AES 측정법으로 우라늄을 정량할 때, 과량의 LiCl 간섭으로 인하여 

우라늄이 1.3 ㎍/g 이하로 존재하면 분리 는 농집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미량의 우라늄 정량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LiCl 매질 내 함유된 우라

늄을 분리하기 하여 양이온교환법과 음이온교환법을 사용한 분리결과를 

상호 비교하 다. 양이온교환법을 사용하 을 경우, LiCl 농도가 증가하면 우

라늄 회수율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정량 인 농집  분리가 곤란하 다. 

음이온교환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2 ㎍의 우라늄도 93 % 이상의 회수율을 보

으며 흡착조건에 큰 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미량 우라늄 정량을 하여 

음이온교환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 다.

LiCl 매질 내 함유된 산화리튬과 속 리튬을 정량하기 하여 속리튬

은 수소부피 측정법으로 정량하 고, 산화리튬은 NaOH로 표정한 0.1M HCl

로 정한 후 남아있던 소량의 속리튬 양을 보정하여 정량하는 기술을 확

립하 다. 

용융염 시료 내 서로 다른 산화상태의 우라늄이온 는 화합물이 존재할 

때, 시료에 산을 첨가하여 발생되는 수소부피를 측정하여 순수한 속우라늄

의 양을 정량하 다.  본 실험에서는 롬산만을 사용하거나 롬산과 인산, 

황산, 는 과염소산 등의 혼합산을 사용하여 발생한 수소부피를 측정하 으

며, 생성물의 산화상태는 흡수스펙트럼으로 확인하 다.  롬산과 인산을 

5:1(v/v)로 섞어 사용하 을 때 최 의 측정값을 얻었으며, 수소부피 측정법

으로 정량한 결과와 ICP-AES 측정법으로 정량한 결과가 잘 일치하 으며  

3 % 이내의 정확도와 8 % 이내의 정 도를 보 다.

온도와 산화리튬의 농도 변화에 따른 속리튬, 산화우라늄  속우라

늄의 용해도를 측정하 다. 속리튬은 650℃에서 1.0 ㏖%의 용해도 값을 가

졌으며 온도증가와 함께 용해도가 증가하 고, 770℃ 이상에서는 2.3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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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값으로 얻어졌다.  산화우라늄의 경우, 650-740℃ 범 에서 3 ㎍/g 

이하의 용해도 값을 얻었으며, 속우라늄은 측정 온도범 에서 10 ㎍/g 이

하의 용해도 값을 보여주었다. 한, 산화리튬의 농도가 0～8 wt%까지 증가

함에 따라서 속리튬의 용해도는 0.5 ㏖%에서 약 3.0 ㏖%까지 선형 으로 

증가하 다.  산화우라늄의 경우에도 속리튬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증가

하 으나, 4 wt% 이상의 산화리튬 농도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속우라늄의 용해도 값은 모든 산화리튬 농도에서 0.5 ㎍/g 이하로 거의 일

정한 값을 주었다.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공정 반응도를 측정하기 하여 반응생성물인 산화

리튬의 양을 정량할 수 있는 산도측정 극을 구성하 다.  속리튬이 존재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화리튬의 농도 증가와 함께 직선성을 갖는 의 변

화를 찰할 수 있었으나, 속리튬이 존재하는 경우, 측정 극의 충진물질

인 NiO를 환원시키는 역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산화리튬 정량에 용할 수 없

었다.  

속리튬이 존재하는 경우, chronoamperometry 방법을 사용하여 산화리

튬을 정량할 수 있었다.  산화 극에 하여 -2.0 V 이하의 를 환원 극

에 걸어주면 속리튬은 반응하지 않고, 산화 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발생하

고 환원 극에서는 산화리튬의 농도에 비례하는 환원 류 값을 얻는다.  이

러한 방법으로 우라늄 산화물에 속리튬을 가하고 -2.0 V에서 환원 류의 

변화를 연속 으로 찰하여 얻은 공정반응도는 우라늄산화물을 채취하여 

off-line으로 측정한 환원율과 거의 일치하 다. 따라서, 속리튬을 사용한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공정 반응도는 chronoamperometry 방법에 의하여 실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기화학  방법에 의한 우라늄산화물의 환원반응을 규명하기 하여 우

라늄 산화물을 MgO basket에 넣고 SS(Stainless Steel) rod를 환원 극으로 

하고, 산화 극은 백 선 극으로 하여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 다.  

환원 극에서 기화학 으로 생성시킨 속리튬은 매우 빠른 속도로 우라

늄 산화물과 반응하여 역주사(reverse scan)시에 속리튬을 발견할 수 없었

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리튬의 환원과 산화 류는 가역성을 보이기 시

작하 다.  이것은 기에는 우라늄 산화물 표면과 환원된 속리튬이 빠르



- xi -

게 반응하여 기화학 으로 생성된 속리튬이 신속히 소모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라늄 산화물의 표면이 속우라늄으로 싸여지고, 생성된 산화리튬

은 국부 으로 용해도 범 를 넘어서서 재 용해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

에 생성된 속리튬은 더 이상 우라늄 산화물을 환원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환원반응 기에는 반응용기 내부의 온도가 

격히 상승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감소하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산화 극으로 사용하는 백 이 기화학 반응 에 용해되기 때

문에 용해되지 않으면서 보다 효율 인 산화 극 물질을 찾기 하여 백 , 

, 탄소  glassy carbon을 산화 극으로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은 백 과 마찬가지로 기화학  환원실험 에 용해되었으며, 백 극

은 염화물 매질에서 백 염화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산화 극 물질로 하

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다. 탄소와 glassy carbon의 경우에는 소모성 산화

극으로서 CO 는 CO2를 생성하면서 기분해가 용이하게 진행될 것으로 

단되었으나, 이들 기체가 Li2O와 반응하여 Li2CO3를 생성하고 이것이 환원

극 주 에서 반응하지 않은 속리튬과 반응하여 탄소로 환원되기 때문에 

류효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산화리튬의 농도를 감소시켜 리튬을 환원

시키는 데에도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용해되지 않으면서 

안정한 산화 극 물질을 찾는 것이 기화학  환원반응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핵연료 내 동 원소 분포  미세 구조변화 측정시스템 개발

방사선차폐 laser ablation/ICP-MS 측정시스템의 개념설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 다. 측정시스템은 glove-box와 원인 laser system, 

미세 역의 상 확인을 한 image analyzer, XYZ 이동장치와 조 기, 

ablation chamber, manipulator  여러 가지 학부품들로 구성하 다. 

Ablation용 laser는 UO2  zicaloy 시편으로부터 효율 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266 ㎚(6 mJ)까지 장 변환이 가능한 Nd:YAG laser를 선정하

으며, image analyzer는 직경 50 ㎛ 크기의 crater를 별할 수 있는 200 배

율 이상의 규격을 갖춘 CCD 카메라로 선정하 다. 시편 미세이동장치는 

XYZ방향으로 시편이동이 가능하고 최  이동거리가 50 ㎜까지, 그리고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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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씩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치로 선정하 다.  방사능 1 Ci까지 차폐

할 수 있는 laser ablation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SCALE 4.4 cord를 이용하여 

텅스텐, 납  탄소강에 한 차폐해석을 수행한 결과, 차폐능, 재료의 가격 

을 고려하여 차폐물질로서 납(두께 : 5cm)을 선정하고 시스템의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1 × 1 × 1 m 크기의 차폐공간을 설정하 다. 구성된 각 단 기기

들에 하여 학 정렬을 수행한 후, 시료채취 부 를 1 ㎛씩 정확하게 이동

하면서 laser로 조사시킨 시료 표면을 CCD 카메라를 통하여 찰한 결과, 

표면에 생성된 crater는 원형임을 확인함으로써 단 기기별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후핵연료에 한 Laser ablation 시스템의  용 가능성을 시험하기 

하여 Zircaloy-4 시편  Mo, Cs, Nd  Th을 첨가한 UO2 소결체를 비

하 다. 물 즈와 시편의 거리를 변화시키면서 crater의 크기를 조 한 

결과, 거리가 CCD 화면상의 거리보다 약 3,500 ㎛ 만큼 짧은 조건

에서 crater 크기가 최소 크기이었으며, Zircaloy-4는 50 ㎛, UO2는 45 ㎛ 정

도 크기의 crater를 얻음으로써 50 ㎛ 이하의 공간분해능을 만족시켰다. UO2 

시편을 사용하여 시편 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300 ㎛ 간격으로 10개 지

에서 Mo, Cs, Nd  Th의 동 원소 분포를 측정하 으며, 동 원소 비의 

정 도(RSD%)는 10 % 이내이었다. 따라서, 구성한 laser ablation/ICP-MS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내 미세 역에서의 동 원소 분포 측

정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기존에 활용 인 XRD에 제작된 미세 빔 정렬장치와 시편 미세이동장치

를 부착하여 micro-XRD 측정시스템을 구성하고, beam concentrator를 통과

한 micro X-ray beam 크기는 4 x 0.02 ㎜ 이었다. micro-XRD 측정시스템

을 학 정렬하고 UO2 회  피크를 측정한 결과, 기존의 XRD와 동일한 회

 피크를 얻음으로써 학 정렬이 성공 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다. 

Micro-XRD 측정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공간분해능은 회 각 20o 

이상에서는 47 ∼ 50 ㎛ 크기의 범  내에 있었고, 재 성은 2θ = ± 0.01o로

서 설계조건을 만족하 다. 사용후핵연료에 한 Micro-XRD 측정시스템의 

용 가능성 시험을 하여 UO2 시편과 산화 zircaloy-4 시편을 비하 다. 

균일한 결정구조를 갖는 UO2 시편을 상으로 500 ㎛ 간격으로 7 개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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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한 결과, UO2의 격자 상수값이 모두 5.4681 ± 0.0009 Å 범 내의 값

으로 동일하 으므로 각 부 에서의 구조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Zr 산

화물이 일부 생성된 Zircaloy-4 시편을 상으로 피복 의 심부터 바깥쪽

으로 50 ㎛씩 경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회 패턴을 측정한 결과, 피복  심

부에서는 부분 Zr으로 존재하나, 심부와 바깥쪽으로 사이에는 ZrO2-x 산

화물이 존재하고, 바깥쪽에는 ZrO2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성한 micro-XRD 측정시스템은 micro X-ray beam(4 x 0.02 

㎜)을 고체 표면에 조사시켜 50 ㎛ 정도의 미세 역에서 결정구조 변화를 측

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미세 역(rim 부근)에서 결정구조 변

화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측된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식공정 시료 내 성분원소 정량기술 개발

용융염 시료 내 239Pu, 237Np, 241Am, 244Cm, U  99Tc을 비롯한 공존 핵

분열생성물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내 237Np, 99Tc, 241Am, 244Cm, 14C  3H 정

량기술은 고온건식 용융염 공정기술 개발에 필요한 물질수지 평가에 활용할 

정이다. 특히, 고온건식 용융염 공정과 련하여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산화물의 평균 연소도 측정기술은 

기존의 연소도 측정기술과 같은 정도의 정확, 정 도를 갖으면서 측정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핵연료의 건 성을 평가하기 한 조사

핵연료 화학․시험 기술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건식공정 화학특성 측정기술 개발

LiCl 용융염 내 반응물들(Li, U, U3O8)의 용해도 자료는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반응을 이해하는데 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한, 고방열 핵종들(Cs, 

Sr)의 용해도 자료로부터 간 장 하기 한 속 환체 내 고방열 핵종들

이 거의 포함되지 않고 LiCl 용융염 매질에 남아 있을 것으로 단할 수 있

는 기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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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산도측정 극은 LiCl 용융염 뿐만 아니라, 다른 용융염 공정에서

도 산소이온 농도를 측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chronoamperometry에 의

한 공정반응도 측정기술은 속리튬을 이용한 환원공정의 반응도를 실시간

으로 측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Cyclic voltammetry를 이용한 실험결과는 속리튬과 우라늄 산화물의 반

응속도에 한 정보를 제공하며,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 반응속도는 속리튬

에 의한 환원반응에 따라 조 되지 않고 생성된 산화리튬이 용융염으로 용

해되어 확산되어 나오는 반응에 의해서 조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핵연료 내 동 원소 분포  미세 구조변화 측정시스템 개발

본 연구에서 구성한 laser ablation/ICP-MS 측정시스템은 50 ㎛ 간격으로 

고체 표면을 이동하면서 경방향 동 원소 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 상기 측정

시스템은 차기 단계에서 시스템을 방사선 차폐할 계획이며, 고방사성 조사핵

연료 시편의 경방향(core-to-rim) 동 원소 분포 측정에 활용할 정이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micro-XRD 측정시스템은 고체 표면에 micro X-ray 

beam(4 x 0.02 ㎜)을 조사시켜 50 ㎛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미세 역 내 상

변화에 따른 결정구조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향후 측정시스템의 방

사선 차폐가 완료된다면, 조사핵연료를 포함한 고방사성 시편(특히, 핵연료의 

rim 역)의 결정구조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활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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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Chemical Technology in Nuclear 

Fuel Cycle"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Currently, total 18 NPP units are in commercial operation in Korea, 

since the first commercial operation of Kori NPP #1 in 1978. More NPP 

units are under construction and planning. 

For the past two decades, Korea has concentrated to secure stable 

energy supply sources through nuclear power program. With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rogram and industry, Korea is facing a 

national demand for the safe and effective management of accumulated 

spent nuclear fuel and radioactive waste generated in NPP operation.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the transfer of nuclear  

technology from countries holding advanced technologies nowadays, the 

national R&D program is required to develop its own key technologies 

related to the saf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s including spent 

nuclear fuel under the national nuclear power program. In order to 

establish the national policy on this matter, the key technologies on 

nuclear fuel cycle such as pyro-process and transmutation of long-lived 

radionuclides are investigated in the national R&D program. 

Currently, the national R&D program for "Development of an advanced 

process technology for spent nuclear fuel" and "Development of 

transmutation technology for long-lived radionuclides" is undergoing, 

those of which are based on chemical technologies in LiCl molten salt.  

Supporting for the above R&D program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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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for chemical measurements such as elemental analysis and 

solubilities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or small segment of spent 

nuclear fuel. 

Also, for the solid establishment of nuclear fuel strategy in NPP 

operation based on high burn-up and long-term exchange period, it si 

required to develop the technology for chemical measurements in 

evaluating its burn-up behavior and long-term integrity. It will be very 

useful to support another R&D program for nuclear fuel development and 

the post-irradiation examination on nuclear fuel.

Our project mainly concentrates on the development of chemical 

measurement technologies related to the areas such as 

-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radionuclides in molten salt or spent 

nuclear fuel, in order to provide a mass balance for the reduction 

process of uranium oxide and transmutation in molten salt 

- laser ablation ICP-mass spectrometer to determine the isotopic 

distribution from the core to rim of high burn-up spent nuclear fuel 

for its burn-up behavior

- micro X-ray diffractometer(XRD) to identify the structural change 

in a very narrow region such as a rim of high burn-up spent 

nuclear fuel for the evaluation of its long-term integrity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Chemical analysis of fissile materials and fission products in dry process 

Chemical techniques for quantitative analysis of major components 

(co-existing fission products including Cs and 99Tc, and 237Np, 239Pu, 

241Am) in LiCl molten salts, volatile nuclides(14C and 3H) and minor 

actinide elements(237Np, 241Am and 244Cm) in oxidized PWR spent fuel 

powders were developed for the evaluation of its material balance in the 

dry process. In addition, technique for the measurements of the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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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up value and the O/M ratio in the oxidized powder of PWR spent 

fuel was also developed in this project. 

The representative sampling method and the evaluating technique of 

homogeneity of the oxidized powder of PWR spent fuel in a storage 

container by statistical consideration were established for the 

determination of its chemical components and of average burn-up value 

by chemical method. 

A simulated solution dissolved LiCl molten salt or PWR spent fuel 

with 16 major fission products, including 137Cs and 99Tc and U, 237Np, 

239Pu, 241Am and 244Cm, was respectively prepared, based on their chemical 

characteristics. It was experimentally proved that each components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matrix, which is LiCl or uranium, prior to the 

determination of each components by graphite furnac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ry 

(ICP-A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ICP-MS) and 

α, β and γ-spectrometry 

The separation conditions which the components could be sequentially 

recovered as an individual one, or a group from a sample were optimized 

using anion exchange, cation exchange and extraction chromatography, so 

that the exposure of radioactivity to analysts, the generation of 

radioactive waste solutions and the errors due to the inhomogeneous 

samples were minimized. The recovery yield of the components from the 

simulated solutions was measured and its analytical reliability was 

evaluated by its relative standard deviation. In case of PWR spent fuel, 

the analytical reliability was evaluated by comparing the experimental 

results with those calculated by Origen2 computer code.    

A volatile 14C in PWR spent fuel was trapped using several devices 

installed in a chemical hot cell, and 3H being recovered as a 3H2O from 

the same solution in series after the 14C trapping, in order to reduce the 

radioactive waste solution. The recovery condition for the coll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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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CO2 and 
3H2O, produced by oxidation of 

14C(or 14CO) and 3H in 

concentrated nitric acid, respectively, was optimized. The reliability of the 

analytical result was also evaluated by comparison with that calculated 

by Origen2 code. The recovery yields of the 14C and 3H from a simulated 

PWR spent fuel dissolved solution were measured with relative standard 

deviations. In addition, the analytical reliability was evaluated, using a 

PWR spent fuel by comparing the experimental result with that calculated 

by Origen2 code.    

The separation behaviour of U, Pu and Nd by liquid chromatography   

with a coupled column(reversed phase column coupled to cation exchange 

column) was investigated and a separation condition of Nd, as a burn-up 

monitoring nuclide, was optimized for the determination of average 

burn-up value by 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ry. The established 

method was compared with a conventional anion exchange method, in a 

view point of analytical reliability and separation time. 

A simulated PWR spent fuel(UO2) and its oxidized powder(U3O8) were 

prepared by adding inactive oxide compound of fission product elements 

in the range of 0.73～5.15% to the uranium dioxide matrix,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of PWR spent fuels with burn-up values of 20,000～

70,000 MWd/MtU. Experimental results obtained by two different 

techniques, thermogravimetry(TGA) and wet chemical analysis method, 

were compared with theoretical value of the O/M ratio. 

Technology development of chemical characterization for dry process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emperature and lithium oxide concentration 

on the solubility of the reactants has been investigated in an attempt to 

predict the reaction pathway and rate.  Since the solubility of reactants in 

an initial stage, in the absence of lithium oxide, is very low, the reaction 

rate was expected to be slow. Therefore, the study has been focused on 

finding the optimum chemical conditions for the process by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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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emperature and lithium oxide concentration on the solubility 

of the reactants.

The existing methods for determining the reduction yield of uranium 

oxide are based on the measurement of weight change or the acid-base 

titration.  One is the direct method by measuring the weight gain during 

the re-oxidation of uranium sample taken in reduction steps.  The other 

is an indirect method by determining lithium oxide concentration based on 

titration technique that is quantitatively produced as a by-product. 

However, both methods require sampling and time-consuming procedure 

for the conventional chemical analysis. In this study, based on the fact 

that lithium oxide is produced from zero to stoichiometric amounts 

corresponding to the conversion of uranium oxide to uranium metal 

quantitatively, we attempted to develop an in-line lithium oxide measuring 

technique based on electrochemical method.  It would be worthwhile to 

monitor the extend of uranium oxide reduction in a real time basis, 

although the exact determination of lithium oxide concentration is not 

achieved.

From 2002, a new process using electrochemical method to reduce 

uranium oxide to uranium metal instead of using lithium metal is actively 

under development. As this process is under developing stage, some 

technical topics are remaining to be solved. Those are achieving 

maximum electric current efficiency for utilizing lithium metal to react 

with uranium oxide, and to design most suitable electrode with electrode 

material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mechanism and also the effect of temperature and anodic materials on the 

reaction.

Development of LA/ICP-MS and micro-XRD system

Determination of chemical properties of irradiated fuels requires a micro 

analysis in the shielded system. Concerning radial distribu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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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opes from core to rim in the irradiated nuclear fuels, shielded laser 

ablation/ICP-MS system was designed. The shielding material was 

chosen from the result, calculated with SCALE 4.4 code. Design of 

glove-box, laser system, CCD camera, micro translator and manipulator 

was also done and the dimension of each parts with their specifications 

were determined. Laser ablation system composed of laser system, image 

analyser, XYZ motion controller with various optics was installed. It was 

optically aligned before the performance test. 

Resolution of the image analyser and its magnification were examined, 

and its crater size versus beam energy was measured with changing 

laser power. Performance test of the micro translator was carried out, 

and crater size was measured with changing the focal length. Measuring 

capability for radial isotope distribution from core to rim of irradiated 

fuels by LA/ICP-MS system was evaluated from performance test, such 

as spatial resolution(< 50 ㎛) and RSD%(< 10%) of isotope ratios for 

UO2 specimen. The Micro-XRD(X-ray diffraction) system for the 

determination of X-ray diffraction pattern in a very narrow region of 

sample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changes of its lattice parameter in 

the rim area of a high burn-up fuel. 

The micro-beam concentrator was composed of two mirrors with an 

exit slit, and the micro-beam alignment system with controlling vertical 

and tilting movement of mirrors was made. The micro sample translation 

system with a sample holder and horizontal translator was manufactured. 

The developed micro-XRD system was optically aligned before the 

performance test. The spatial resolution and the reproducibility by 

micro-XRD system were measured. After the structural changes were 

measured in a very narrow region of homogeneous UO2 pellet and 

oxidized zircaloy-4 sample by micro-XRD system, its capability for the 

measurement of lattice parameter related to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rim area of an irradiated fuel wa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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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of the Project

Chemical analysis of fissile materials and fission products in dry process

8 M HNO3 was selected as a mineral acidic for the dissolution of dry 

process materials and the control of the oxidation state Pu and Np. The 

techniques for chemical analysis of 239Pu and 237Np in LiCl molten salts 

and oxidized PWR spent fuels were established as follows; Pu and Np 

were separated from an excess amounts of lithium and uranium, which 

are matrices of molten salt and oxidized powder of PWR spent fuel, 

respectively, and coexisting fission products by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 after converting the oxidation states of Pu and Np to 

Pu(IV) and Np(IV) with H2O2. Subsequently, Pu and Np electro-deposited 

on planchets were determined by alpha-spectrometry. The recovery yields 

of Pu and Np in simulated molten salt dissolved solutions were 90% and 

92% and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s for the analyses were  5.6% and 

3.3%, respectively. The amount of 
237Np in the oxidized PWR spent fuel 

with a burn-up value of 36,000 MWd/MtU was determined and the 

comparison of the analytical result with that calculated by Origen2 code 

showed a good agreement in the range of -11.2～-7.6% with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1.9%.   

Fission products(Cs, La, Ce, Pr, Nd, Sm, Eu, Gd, Y, Ba, Sr, Mo, Zr, 

Ru, Pd, Rh) in LiCl molten salt were not able to determine quantitatively 

by graphite furnac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and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ry(ICP-AES), due to the 

matrix effect of LiCl. Consequently, most of the fission products were 

required to be separated from LiCl prior to their determinations, in order 

to get rid of the matrix effect.  

The chemical analysis techniques for U, Am, Cm and coexisting 

fission products in molten salt samples were established. These 

components were separated by cation exchange, anion exchang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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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EHP extraction chromatography in series as a group or individually 

and determined by gamma spectrometry for 137Cs, ICP-AES for U and 

fission products, and alpha-spectrometry for 241Am and 244Cm. The 

recovery yields of fission products from simulated molten salt dissolved 

solutions were in the range of 96.0～101.4% with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0.65～3.87%. Following their separation into 6 groups, 1) 

Cs-U, 2) La-Ce, Pr-Nd-Sm-Eu-Gd-Y, 3) Ba-Sr, 4) Mo-Cd, 5) Zr, 6) 

Ru-Pd-Rh, simultaneous determination was possible by ICP-AES.    

Since Am and Cm are similar to lanthanide fission products in 

chemical property were separated together in separation stage using anion 

exchange and cation exchange chromatography, these actinide elements 

should be selectively separated with 0.05 M DTPA/0.5 M lactic acid as 

an eluent on HDEHP extraction chromatographic resin column. The 

recovery yields of 241Am and 244Cm in simulated molten salt dissolved 

solutions were 92% with 2.2%(RSD), and 96.9% with 1.8%(RSD), 

respectively. The amounts of 
241Am and 244Cm in the oxidized PWR spent 

fuels with a burn-up value of 36,195 and 38,967 MWd/MtU were 

determined and the comparison of the analytical results with those 

calculated by Origen2 code showed a good agreement in the range of 2.

8～6.2% with 1.0～3.3%(RSD) for 241Am and -0.004～7.2% with 2.6～

6.8%(RSD) for 244Cm, respectively. 

The chemical analysis techniques of 
99Tc in LiCl molten salts and 

oxidized PWR spent fuels were established as follows; the condition of 

oxidation state control of Tc to TcO4
- was optimized in order to separate 

99Tc from Li and U, which are matrices of molten salts and oxidized 

PWR spent fuels, and coexisting fission products(especially from 99Ru, an 

isobar of 99Tc, which interferes with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ic analysis). 99Tc selectively separated by anion exchange or 

TEVA․spec extraction chromatography was analyzed using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The recovery yields of 99Tc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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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ed molten salt dissolved solutions were 100.6% with 2.3%(RSD) by  

AG 1×8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 and also 100.6% with 1.2%(RSD) 

by TEVAㆍspec extraction chromatography, respectively. The amount of 

99Tc in a oxidized PWR spent fuel with a burn-up value of 36,000 

MWd/MtU was determined and the comparison of the analytical results 

with that calculated by Origen2 code showed a good agreement in the 

range of 0.0～0.7%.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s of the analytical 

results by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 and TEVAㆍspec extraction 

chromatography are 0.6% and 0.4%, respectively. 

The amount of 14C and 3H in PWR spent fuels could be analyzed 

sequentially by  liquid scintillation counting after trapping 14C as 14CO2 

into 1.5 M NaOH in the dissolution stage of PWR spent fuels with 8 M 

HNO3 and distilling 
3H as 3H2O from an alkaline solution of PWR spent 

fuel dissolved solution. Volatile 129I2, which interferes with their 

determination, was removed by Ag-silica gel adsorbent. The recovery 

yields of 
14C and 3H from simulated PWR spent fuel dissolved solutions 

were 91.9% with 2.8%(RSD) for 14C and 99.7% with 0.9%(RSD) for 3H, 

respectively. The amount of 14C and 3H in a PWR spent fuel with a 

burn-up value of 37,000 MWd/MtU was determined and the analytical 

results were 22% for 14C and 34.5% for 3H, lower than those of 

calculated by Origen2 code, respectively. It seems to be due to transfer of 

3H from fuel matrix to cladding materials and loss of 14C through cutting 

process of the fuel pellets.    

To measure the average burn-up value and determined components in  

oxidized PWR spent fuels, random sampling technique to obtain the 

representative samples from a container containing a mixture of oxidized 

PWR spent fuels with different burn-up values. A statistical method were 

established to evaluate the homogeneity and estimate the representative 

value of a mixture that shows its characteristic property. The volume of 

a 200 g-container was hypothetically was divided into 108 sec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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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the positions of each section were chosen by generating random 

number. Based on the data obtained by measuring the 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mixture, the representative value as well as its 

confidence interval was estimated and then the homogeneity of the 

population was evaluated statistically. 

The measurement technique of a burn-up value was established by 

separating Nd, a burn-up monitoring nuclide, in oxidized PWR spent 

fuels, and then, measuring its exact quantity by 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ry. The burn-up value of an oxidized PWR spent fuel with a 

reported value of 36,000 MWd/MtU was determined by chromatographic 

system of C18 column coupled to cation exchange column, and the 

comparison of the results obtained by anion exchange chromatographic 

separation method showed a good agreement in the range of -0.8% ～ 

+0.37% with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1.9%.  In addition, the 

measuring time of the burn-up value by this method was much shorter 

than that of the existing conventional method.      

A measurement technique of O/M ratio of oxidized PWR spent fuels 

by wet chemical analysis method was established using simulated PWR 

spent fuels(UO2, U3O8), containing the oxides of fission products in the 

range of 0.73 ～5.15%. The result of O/M ratio obtained by wet chemical 

analysis method was compared with that obtained by thermogravimetry. In 

case of wet chemical analysis method, the O/M ratio of 1.992～1.953 in 

simulated UO2 powder was agreed with that calculated value within 0.05～

0.15% and the O/M ratio of 2.650～2.546 in U3O8 powder was agreed  

within 0.04～0.65%. However, the O/M ratios measured by thermo- 

gravimetry indicated that there is no good linearity between the O/M 

ratio and the content of the fission product elements. When measuring 

the O/M ratio in PWR spent fuels with a burn-up value less than 60,000 

MWd/MtU, it was found that the presence of Mo0.4-Ru0.4-Rh0.1-Pd0.1 alloy 

has no influence on the measurement of the O/M ratio. Then, the 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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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could be determined by even mathematical compensation, after wet 

chemical analysis.

Technology development of chemical characterization for dry process

In order to measure the solubilities of uranium oxides in LiCl molten 

salt by ICP-AES method, the effect of LiCl has been studied. It turned 

out to be impossible to determine trace amounts of uranium less than 1.3 

㎍/g directly without separating or concentrating uranium from LiCl salt.  

Both anion and cation exchange methods have been applied to separate 

uranium from LiCl. In case of cation exchange, the recovery yield of 

uranium decreased as LiCl concentration increased, making quantitative 

separation difficult. When anion exchange was used instead, more than 

93% of uranium was recovered even in the range of 2 ㎍ and was 

unaffected by adsorption conditions. Anion exchange method was proved 

to be useful for uranium separation from LiCl. 

Hydrogen gas volume measurement technique has been established to 

quantify the amounts of lithium metal present in LiCl.  And the amount 

of lithium oxide in LiCl was determined by titrating with standardized 0.1 

M HCl solution, and calibrated with lithium metal amounts present. 

A study to quantify the uranium metal in different oxidation states 

and chemical form has been carried out. In this study, bromic acid alone 

and mixtures of bromic and phosphoric, sulphuric or perchloric acids were 

reacted with uranium metal to produce hydrogen gas, and then, its exact 

volume was measured. The oxidation state of uranium was identified by 

UV-VIS absorption spectroscopy. Mixture of bromic/phosphoric acids (5:1 

v/v) gave the best results. The result obtained by hydrogen gas volume 

measurement agreed well with that of ICP-AES result within 3% in 

accuracy and 8% in precision.

Temperature dependency of solubilities in LiCl molten salt was 

measured.  The solubility of lithium metal was 1.0 ㏖% at 650℃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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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d with temperature, and remained constant giving 2.3 ㏖% over 

770℃.  The solubility of uranium oxide and uranium metal was less than 

3 ㎍/g and 10 ㎍/g in 650-740℃, respectively.  The dependency of 

solubility on lithium oxide concentration has been studied.  The solubility 

of lithium metal increased linearly from 0.5 ㏖% to 3.0 ㏖% as lithium 

oxide concentration increases from zero to 8 wt%.  The solubility of 

uranium oxide also increased but no more increase in over 4 wt% lithium 

oxide concentration. However, the solubility of uranium metal was not 

affected by the increase in lithium oxide concentration, maintaining 

solubility of less than 0.5 ㎍/g. 

An oxide ion sensing electrode was developed to monitor the uranium 

oxide reduction process on real time basis. In the absence of lithium 

metal, the electrode potential shows us a good linear relationship as 

expected by Nernst equation, corresponding to the change in lithium oxide 

concentration. However, in the presence of lithium metal, it was not 

applicable as an oxide ion sensor, because of adverse reaction and 

reduction of electrode material, NiO, caused by lithium metal. In order to 

overcome this adverse effect of lithium metal present in the lithium metal 

reduction process, an alternative method of in-line measurement of 

lithium oxide was developed using chronoamperometric technique. When 

one applies potential less than -2.0 volt versus anode, reduction current 

that was proportional to the amounts of lithium oxide was obtained at 

the cathode and oxygen gas was evolved at the anode. We applied 

chronoamperometric technique to monitor the lithium metal reduction 

process for uranium oxide reduction in LiCl molten salt medium. After 

applying -2.0 volt to the cathode, reduction current was continuously 

monitored during the process. As a result, it matched very well with the 

data obtained by conventional chemical analysis. Therefore, in-line 

monitoring of lithium reduction process could be successfully achieved by 

using chronoamperometric method develop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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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ic voltammetric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mechanism of uranium oxide in LiCl molten salt 

by using a stainless steel cathode in porous MgO basket containing 

uranium oxides and a platinum anode. According to the results done by 

cyclic voltammetry, electrochemically produced lithium metal reacted very 

rapidly with uranium oxide not to give oxidation current of lithium metal 

in reverse scan. However, the lithium reduction and oxidation current 

appeared to be reversible, as the reaction proceeded. This result means 

that lithium metal reacts with uranium oxide fast in an initial stage and 

electrochemically produced lithium metal is consumed almost completely. 

As the reaction goes further, uranium metal is being accumulated to the 

surface of uranium oxide, and the concentration of lithium oxide on the 

surface of uranium oxide exceeded its solubility limit. It prevents the 

lithium metal produced electrochemically from reacting with uranium 

oxide rapidly. These finding can explain the fact that there is a rapid 

increase in the temperature of the reaction vessel at an initial stage and 

then, gradually decrease after that. 

Though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of uranium oxide by using a 

platinum anode was successfully achieved, platinum was dissolved.  Thus, 

using platinum, gold, carbon and glassy carbon as anode materials, 

several electrochemical reduction experiments have been carried out to 

find stable and effective anode materials. Gold was also dissolved during 

the process as was platinum.  For the platinum, it was mainly due to the 

formation of Pt-chloride complexes in molten chloride medium. In case of 

carbon and glassy carbon anodes, it seems to make the electrochemical 

process easier with its relatively cheap price. However, they produce CO 

or CO2 gas and react with lithium oxide to form Li2CO3, which is 

reduced to carbon by reacting with lithium metal around cathode. It 

caused to deteriorate current efficiency of the process.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find a suitable anode material for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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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Development of LA/ICP-MS and micro-XRD system

Shielded Laser ablation system composed of laser system, image 

analyser, XYZ translator with motion controller, ablation chamber, 

manipulator and various optics was designed. Nd:YAG laser which can be 

tuneable from 1064 ㎚ to 266 ㎚ was chosen as light source. CCD 

camera(< x 200) was chosen to analyze a crater less than 50 ㎛ in 

diameter. XYZ translator was composed of three linear stage which can 

travel 50 ㎜ with a minimum movement of 1 ㎛ and controlled by motion 

controller. From SCALE 4.4 code, regarding the dimension (1 x 1 x 1 m) 

of shielded glove-box and radioactivity up to 1 Ci, lead(thickness: 5 ㎝) 

was chosen as a shielding material among tungsten, lead and carbon 

steel. Before the performance test, each parts of system were optically 

aligned. To perform the ablation test, the specimen was ablated by 1 ㎛ 

interval and observed by image analyser. The shape of crater was almost 

round, indicating laser beam has homogeneous energy distribution. The 

resolution and magnification of image system were compatible with the 

design.  

Zircaloy-4 specimen and Mo, Cs, Nd and Th doped UO2 pellets were 

used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this system for irradiated fuel. When 

focal length of laser was about 3,500 ㎛ shorter than that of image, the 

crater size was minimum. The spatial resolution less than 50 ㎛ 

(zircaloy-4: 50 ㎛, UO2 pellet: 45 ㎛) was obtained by controlling the 

focal length from object lens to specimen surface. The spatial resolution 

of this system was satisfied for determining radial isotope distribution. 

Isotope distribution of Mo, Cs, Nd and Th in UO2 specimen was 

determined at 10 point by 300 ㎛ interval from core to edge. Precision 

(RSD%) of isotope ratio was below 10% for Mo, Cs, Nd and Th element. 

Therefore, this LA/ICP-MS system was found to capacit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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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of radial isotope distribution from core to rim of irradiated 

fuels.     

The micro-XRD system was developed by attaching the micro-beam 

alignment system and the sample micro translator. The beam size 

through the micro-beam concentrator was reduced to 4 x 0.02 ㎜. After 

aligning the micro XRD system, diffraction pattern of UO2 was obtained.  

The diffraction pattern obtained by this system was the same as that of 

commercial XRD, indicating that it was optically aligned well. 

The spatial resolution was 45 - 50 ㎛ in the range 2θ > 20o, and the 

repeatability was 2θ = ± 0.01o. The results were compatible with the 

design. UO2 pellets and oxidized zircaloy-4 specimen were prepared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for irradiated fuel. The lattice parameters of UO2 

pellet showed the same value, 5.4681 ± 0.0009 Å, at seven different point 

in a specimen. In case of zircaloy-4, diffraction spectrum were obtained 

from center to edge with 50 ㎛ intervals. The diffraction patterns showed 

that zircaloy-4 does not oxidized at the center and it oxidized to ZrO2-x  

between center and edge, and it oxidized to ZrO2 at the edge. Therefore, 

this micro X-ray beam(4 x 0.02 ㎜) system can measure the structural 

change with 50 ㎛ interval. The structural change at micro area(rim area) 

of irradiated fuels could be measured by this system.

V. Application Plan of the Project

Chemical analysis of fissile materials and fission products in dry process

Chemical analysis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239Pu, 237Np, 241Am, 

244Cm, U, 99Tc and coexisting fission products in LiCl molten salts, and 

237Np, 99Tc, 241Am, 244Cm, 14C and 3H in PWR spent fuels will be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mass balance necessary for the dry process 

development of uranium metal conversion. Especially, this analytical 

technology can be used for th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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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d through the research activity related to the dry process. The 

technique of average burn up measurement of oxidized PWR spent fuels 

has an advantage on reducing time in determination with same precision 

and accuracy compared to conventional technique. Then, it will  give a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for burn-up measurement in the future.   

Technology development of chemical characterization for dry process

The solubility data of the reactants in molten LiCl medium is a key 

parameter to understand the uranium oxide reduction process. And the 

solubility data on highly radioactive elements(Cs, Sr and Ba) in LiCl 

molten salt will be used as an important measure whether they are 

included in the reduced actinides ingots which are destined to be stored 

at an interim storage facility. 

The oxide ion selective electrode fabricated in this study is applicable 

to determine the oxide contents in LiCl molten salt as well as in other 

molten salt media. A chronoamperometric technique developed in this 

study is applicable to in-line and real time monitoring of lithium metal 

reduction process.

Cyclic voltammetric results provide essential information on the 

reaction rates of lithium metal and uranium oxide. By using this 

technique, it was confirmed that the rate of uranium oxide reduction is 

not controlled by the reduction step by lithium metal, but by the diffusion 

rate of produced lithium oxide through the molten salt medium.    

Development of LA/ICP-MS and micro-XRD system

The LA/ICP-MS system was developed with laser ablation system 

and ICP-MS system. Isotope distribution of solid samples by 50 ㎛ 

interval in the radial direction can be measured by this system. The 

LA/ICP-MS system from this study is planned to be install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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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ma shielding during next period of this project. Isotope distribution 

from core to rim of irradiated fuel will be determined with the shielded 

LA/ICP-MS system. 

The micro-XRD was developed with a micro beam(4 x 0.02 mm) 

alignment system and a sample micro translation system. Structural 

change of solid samples by 50 ㎛ interval in the radial direction can be 

measured by this system. In the future, If the micro-XRD system from 

this study is installed with gamma shielding, the structural change in the 

narrow region of irradiated fuels(rim of spent fuel) and radioactive 

samples will be measured with the shield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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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가 최초로 가동된 지 25년이 지난, 현재 국내 총 

18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 되고 있으며, 울진 5, 6호기가 상업운전을 준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운 원전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는 원자력 발전에 의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을 위하여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외적인 원자력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 으로 누적된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인 관리와 이용, 그리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처분에 대한 국가적

인 요구가 대두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원전의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고연

소 핵연료의 장주기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미국 ANL의 사용후핵연료 건식공정 기술은 pilot plant 규모

로 확장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ORNL에서는 이미 용융염 원자로에 대

한 실험을 완결한 이후 용융염에 의한 방사성 핵종 분리‧정제 공정의 상용

화를 시도하고 있다. 장수명 핵종 소멸처리와 관련된 고온 용융염 화학기술

은 ANL, LANL, ORNL 등 국립 연구소와  Duke, Lockheed, Westinghouse 

등 민간회사들에 의하여 이미 기술 검토를 완료하 다. ATW(Accelerator- 

Driven Transmutation of Radioactive Waste)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ANL-99/15 보고서 ; "A Road-map for Developing ATW Technology"를 

발간한 바 있다. 러시아는 용융염 원자로 기술뿐만 아니라, 납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용융염과 액체금속을 이용한 용융염 화학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ISTC(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기구와의 협력은 물론 각 연구

소별로 원자력 선진 연구소들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

을 추진하거나 이미 확보된 기술을 제공하는 수준에 있다. 특히, 일본은 전

력중앙연구소(CRIEPI, Komae 소재)를 중심으로 용융염에 의한 핵연료주기 

기술을 확립하기 위하여 미국 연구소 및 대학, 프랑스 연구소, 러시아 연구

소 및 ISTC 등과 공동연구 또는 위탁연구를 통하여 용융염 공정에 관련된 

실증기술을 확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사용후핵연료 내 분열성 핵물질을 

MOX핵연료로 활용한 후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내 함유되어 있는 장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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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을 소멸처리하기 위하여 용융염 화학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일본, EC를 중심으로 한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고연소 핵연료 개발

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연료 고연소에 장애요소로 거론되

는 rim-effect를 연구하기 위하여 일본 CRIEPI가 주관하고 23개 세계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High Burn-Up Rim Project가 진행되고 있다. 이 

Project는 rim이 형성되는 핵연료 내 연소도, 온도 및 압력의 문턱값

(threshold value)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EPMA, TEM, 

SEM, 연소도, XRD, Oxygen Potential, 기체 이탈 및 열전도도 측정에 의한 

조사핵연료 시편의 고연소 거동에 대한 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중대사고

시 파손핵연료 내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을 규명하기 위하여 프랑스 IPSN 

Cadarash 주관으로 NRC(미국), COG(카나다), NUPEC, JAERI(일본), PSI, 

HSK(스위스), KAERI(대한민국)는 "PHEBUS-FP" Program에 참여하여 공

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C-JRC산하 ITU 연구소에서는 Laser Flash 

기술을 활용하여 고온(1800∼2600 K) 조건에서 핵연료의 열용량, 열확산도, 

열전도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으며, Laser Ablaton/ICP-MS 측

정기기를 이용하여 조사핵연료의 핵종 동위원소 비를 측정하여 고연소 핵연

료의 rim structure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과 국제적인 연구동향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내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 공정(Direct Oxide 

Reduction Process) 및 전기화학적 분리‧정제 공정(Electro-Refining or 

Electro-Winning Process)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연소를 목적으로 한 핵

연료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성공적인 용융염 공정기술 개발을 위하여 고온 용융염의 시료채취 방법, 

용융염 내 주요 성분원소의 정량 및 화학적 거동, 용해도 그리고 산화‧환원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화학특성 측정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

은 용융염 공정에서 물질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핵심 요소기술이기 때문에 

공정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핵연료를 개발하

고 상용화하기 위하여 핵연료 연소거동 시험 및 조사핵연료에 대한 다양한 

화학시험․평가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한국원

자력연구소의 조사핵연료 시험‧평가기술은 외관 검사, 치수 측정, 와전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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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X선 검사와 같은 물리적, 기계적 특성을 측정하는 기술에만 국한되어 있

다. 조사핵연료 연소거동의 보다 근원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조사핵연료 

내 핵반응생성물들의 화학적 거동(화학적 상호작용, 핵분열생성 핵종의 이

동, fission gas release 거동 등) 규명을 위한 화학특성 시험‧평가기술은 선

진국에 비하여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 따라서, 핵연료 개발을 위해서는 전

산 code에 의한 핵연료 연소거동을 예측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핵연료의 건전

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조사 시험‧평가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핵

연료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사된 핵연료의 물리적인 

특성 자료 뿐만 아니라, local burn-up을 포함한 핵연료 pellet 단면의 core

에서 rim에 걸친 핵물질과 주요 동위원소의 경방향 분포, pellet-cladding 사

이의 화학적 상호작용, Cs, Iodine의 이동성 또는 fission gas 발생 거동과 

같은 화학적 특성 자료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자료는 조사핵연료 측정시

편 이송장치, 시스템 방사능 차폐, Laser Ablation-ICP MS에 의한 고 방사

능 핵연료 시편의 동위원소 측정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으며, 

향후 핵연료 연소거동에 관한 전산 code의 검증은 물론 “신형/미래형 핵연

료”의 인허가 절차와 실용화 과정에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 건식공정의 물질수지 생산에 필요한 건식공정 시료내 

성분원소 정량기술 개발, 건식공정 화학특성 측정기술 개발, 그리고 새로운 

핵연료 개발과 관련하여 조사핵연료 건전성 평가에 필요한 동위원소 분포 

및 미세 결정구조 변화에 대한 화학시험․평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Laser ablation ICP-MS 및 Micro-XRD 측정시스템과 같은 첨단 측정시스

템을 개발함으로써 핵연료주기 화학측정 기술을 확립하고자 하 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고난도 방사성 물질 화학측정 

기술과 첨단 신기술이 접목된 핵연료주기 화학특성 측정 기술은 국내 원전

운 에서 필요로 하는 방사성 물질 화학측정 기술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특

히, 용융염에 관련된 기술은 향후 국내 금속 또는 세라믹 산업계에서 요구되

는 화학측정 기술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고온 방사성 

용융염 및 조사핵연료 취급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원자력 선진기술을 

보유함으로써 해외 기술의존도를 낮추어 외화를 절감할 수 있다. 





- 5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건식공정 시료 내 성분원소 정량기술 개발

1. 건식공정 시료 내 악티늄족 원소 정량기술

  가. 237Np 및 239Pu 정량 

LiCl 용융염 매질에서 Li 금속으로 사용후핵연료를 환원시키는 금속우라

늄 전환체 제조공정 개발연구와 제조공정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분

석자료가 필요하다. 금속우라늄 전환체 제조공정은 환원공정이기 때문에 악

티늄족 원소들은 대부분이 환원되어 금속우라늄과 함께 전해조의 바닥에 가

라앉고 용융염에는 미량의 악티늄족 원소가 반응하지 않은 산화물 또는  가

라 않지 않은 미세한 금속분말 형태로 부유하고 있을 것이다. Pu 및 Np의 

정량분석은 분석목적과 시료특성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1-1]. 따라

서 금속우라늄 전환체 제조공정 시료에 들어있는 미량의 Pu과 Np 정량에 

적합한 분석방법 개발이 요구된다. 

Np은 산화상태에 따른 흡수피크의 위치와 몰흡광계수가 용액의 조성에 

크게 의존하므로 직접적인 흡수분광분석에 의한 Np 정량은 제한성이 크지

만, Arsenazo(III)와 같은 발색제를 이용한 비색분석은 감도가 크기 때문에 

미량의 Pu 분석이 가능하다. Pu(III) 또는 Pu(IV)의 수산화물, 과산화물, 옥

살산화물 등의 침전을 작열시키면 PuO2로 전환되므로 중량분석이 가능하다. 

Pu의 양이 많을 경우 전위차적정법을 이용하고 수백 마이크로그램의 경우는 

전기량적정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때로는 폴라로그래피를 이용할 수도 

있다. EDTA 착화적정법에 의해서도 Pu 정량이 가능하지만 직접 적정할 경

우 반응속도가 느린 것이 단점이다. X-선 형광 또는 흡광분석은 신속한 방

법이며 액체폐기물이나 도자기류 중의 Pu 정량에 이용할 수 있다. 동위원소

희석 질량분석법은 미량의 Pu 정량에 이용할 수 있고 정 도가 크다. Pu의 

원자방출스펙트럼선은 대단히 복잡하고 세기가 낮기 때문에 원자방출분광분

석은 감도가 좋지 않다. Pu의 방사법 분석(radiometric analysis)에는 α-선 

계측법, γ-선 계측법과 액체섬광계수법이 있다. 액체섬광계수법으로 미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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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을 정량할 수 있으며, γ-선 계측법에서는 239Pu이 방출하는 γ-선을 이용한

다. Pu 동위원소 조성과 순도를 알고 있는 시료의 경우 단순 α-계측법(전알

파 계측법)으로 정량할 수 있다. 한편, 239Pu과 240Pu의 α-에너지가 매우 비슷

하기 때문에 알파분광분석만으로 239Pu을 정량하기 힘들지만 질량분석기로 

이들의 존재 비율을 측정하면 239Pu의 정량이 가능하다. 

Np의 흡수분광분석은 낮은 감도 때문에 많은 양의 시료가 필요하므로 

로브 박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제한성이 있지만 Pu의 경우와 마찬 가

지로 Np이 여러 가지 산화상태로 존재할 때 산화상태별 농도를 측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산화, 환원반응이나 착화반응을 이용하는 용량분석법으로 Np

을 정량할 수 있다. 즉, 전위차적정법으로 2∼5 mg의 Np을 정량할 수 있으

며, EDTA 착화적정법도 가능하다. 10 μg 이상의 Np을 정량하는 데는 전기

량측정법이 정 , 정확한 방법이며, 여기서는 Au, Pt, Hg, Tl과 O가 심각한 

방해를 일으킨다. Np은 여러 가지 난용성 침전물을 만들지만 이들의 비화학

양론적 조성 때문에 중량분석법을 잘 쓰지 않는다. Np의 방출스펙트럼선은 

다른 악티늄 원소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복잡하고 세기가 낮기 때문에 원자

방출분광분석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열중성자로 
237Np을 조사시킬 때 생

성되는 238Np의 감마선을 측정하는 237Np의 중성자방사화분석은 감도가 매우 

좋지만 실제로 잘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 Np의 정성 및 정량분석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사법분석, 즉 방사능 계측방법이며 이 방법은 화학적 방

법이나 분광학적 방법보다 감도가 우수하다. 239Np의 정량에는 γ-선 계측법

이 이용된다. 237Np의 경우 6 개월 이상 장기간 보관함으로써 237Np의 방사성 

붕괴로부터 생성된 
233Pa의 감마선을 계측하여 237Np을 정량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화학적인 사전 분리가 불필요하다. 

원자로에서 U이 연소되는 동안 여러 가지 Np 동위원소들이 생성되지만 

Pu 동위원소들과는 다르게 대부분 반감기가 짧아서 단기간에 소멸되므로 사

용후핵연료에는 반감기가 긴 237Np이 주로 들어있다. 237Np은 4.7 MeV의 α-

선을 방출하는 알파 방출핵종으로서 α-선 계측법이 가장 편리한 237Np 정량 

방법이며 감도가 매우 좋다. 239Pu와 241Am과 같은 방해를 일으키는 알파 핵

종이 없으면 비례계수기로 237Np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의 감도는 0.0

5∼0.1 μg이다. 방해를 일으키는 알파 핵종이 존재하는 경우는 알파분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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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237Np을 정량할 수 있다. 알파분광분석에서는 알파입자의 자체흡수 

때문에 두께가 거의 없는 계측시료(counting plate)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

이 있다. 알파입자의 자체흡수를 일으키는 염이 없는 경우 용액을 단순히 증

발 건고시킨 후 잔사를 작열시켜 계측시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지만 좋은 계측시료를 만들려면 전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전

해질 및 다양한 조건에서 Pu, Np 등 악티늄족 원소의 전착법이 알려져 있

다.[1-1, 1-2] 

용융염 시료에 존재하는 악티늄족 원소들은 미량이면서도 Np에 비해서 

U과 Pu이 훨씬 많이 존재할 것이다. 237Np과 239Pu의 알파분광분석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매질로부터 Np과 Pu을 분리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량의 Pu 중에서 극미량의 237Np을 정량하기 위해서는 Pu과 Np의 상호분

리가 필수적이다. 
237Np과 234U의 알파 에너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U으

로부터도 Np을 분리해야만 237Np을 정량이 가능하다. 237Np에 대한 239Pu의 

알파 방사능 비율이 1보다 크면 237Np 피크에 미치는 239Pu의 향이 매우 크

므로 Pu의 제거가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Pu에 비해 237Np의 함량이 

낮고 
237Np의 비방사능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Pu으로부터 Np을 분리한 후 

알파분광분석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알파분광분석기의 피크 분해능

을 좋게 하려면 계측시료의 베타 방사능을 105 d/min 이하로 줄여야 한다. 

따라서 다량의 베타 방출핵종들이 들어있는 핵분열생성물 시료의 경우 이들

을 분리 제거해야 된다[1-3].

U, Pu, Am 및 Cm 등의 악티늄족 원소들과 핵분열생성물로부터 Np을 

분리, 정제하는 방법으로 용매추출법, 이온교환법 또는 침전법이 이용되고 

있다. 침전법은 침전의 여과와 세척이 매우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용매추출법은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여러 개의 시료를 함께 처리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정량적 분리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온교환

분리법은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정량적 분리가 용이하

다. 대부분의 핵분열생성물로부터 큰 어려움 없이 Pu과 Np을 분리할 수 있

지만 U, Pu과 Np을 상호분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들 원소

는 용액에서 U(VI), U(IV), Np(IV), Np(V), Np(VI), Pu(III) Pu(IV) 및 

Pu(VI)의 산화상태로 공존하며, 이러한 특성이 이들 원소의 상호분리를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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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오히려 각 원소의 산화상태를 다르게 조절함

으로써 상호분리를 가능케 하는 요인도 된다. Pu과 Np의 산화상태 조절에는 

전기화학적 방법이나 여러 가지 산화․환원제를 이용할 수 있다[1-4, 1-5]. 

음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Pu과 Np 분리에서는 질산 용액에서 형성되는 

Pu(IV)와 Np(IV)의 나이트레이토 착물이 수지에 세게 흡착되는 데 비해 수

지에 잘 흡착되지 않는 Pu(III)의 특성을 이용한다. 

  나. 241Am 및 244Cm 정량 

알파 방출체인 241Am과 244Cm은 Pu 만큼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크며 특

히 241Am은 3 가 악티늄족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이 생성되는 핵종이므로 환

경 모니터링과 방사성 폐액관리를 위하여 이들의 분리와 정량에 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용매추출이나 이온교환법으로 개별분리 

또는 군분리를 거친 후 전착하여 알파분광분석법으로 정량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후행핵연료주기 연구의 TALSPEAK 공정에서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란탄족 원소로부터 Am과 Cm을 분리하기 위하여 유기 추출제로 폭 

넓게 사용되어 온 di(2-ethylhexylphosphoric acid(HDEHP)를[1-6, 1-7]  Am

과 Cm의 분리를 위한 추출 크로마토그래피에 적용할 수 있다. HDEHP는 약

산성 추출제이며 질산의 농도에 따라 악티늄족 원소와 핵분열생성물의 분배

계수가 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산화, 환원제 및 유기 착화제를 사용하여 

악티늄족 원소와 핵분열생성물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0.2 M HCl 매

질에서 Am, Ce 및 Pr의 분배계수가 거의 같아서 3 가 악티늄족 원소로부터 

란탄족 원소를 정량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 그러나 카르복실산 매질에서는 

란탄족 원소보다 Am의 분배계수를 더 감소시킬 수 있으며, DTPA와 같은 

aminopolyacetic acid를 착화제로 첨가하면 분배계수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1-8∼1-10] 유기 착화제의 종류와 농도를 조절하면 

Am, Cm 및 핵분열생성물의 정량적인 분리가 가능하다. 

악티늄족 원소에 대한 전착방법으로는 ammonium sulfate 매질을 사용하

는 Talvitie 법[1-11]이 널리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도 mixed oxalate- 

chloride[1-12], NaHSO4-H2SO4-NH4 buffer system[1-13], ammonium 

oxalate-ammonium sulfate[1-14], isopropanol[1-15] 및 NaH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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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2SO4[1-16] 등과 같은 매질을 사용하는 전착법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

들 방법 중 NaHSO4-Na2SO4 매질에서는 pH 조절이 매우 용이하다. 즉, 

NaHSO4와 Na2SO4가 완충용액으로 작용하며, 이들 황산염의 농도가 결정되

면 pH가 자동으로 정해지고 또 시료주입 및 전착반응에 의해서도 pH 변화

가 거의 없다. 본 전착 방법은 pH를 조절하지 않아도 일정한 황산염의 농도

를 유지하므로 비교적 간편하게 전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건식공정 시료 내 핵분열생성물 정량기술 

  가. Cs, Ba, Sr, La, Ce, Pr, Nd, Sm, Eu, Gd, Y, Mo, Zr, Ru, Rh, Pd 정량

사용후핵연료 관리․이용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수행되고 있는 사용후핵

연료 금속전환 공정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LiCl 용융염 공정물질과 폐용융

염에 함유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Cs, Ba, Sr, La, Ce, Pr, Nd, Sm, Eu, Gd, 

Y, Mo, Zr, Ru, Rh, Pd 및 Tc)을 정량하여 전 공정간의 물질수지를 평가하

고 공정조건 최적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핵분열생성물 중에

서 Cs, Ba 및 Sr과 같은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족 핵분열생성물은 대

부분이 그리고 란탄족 핵분열생성물들은 일부만이 용융염에 용해된다.  Pu 

및 Np과 같은 악티늄족 원소들은 핵연료 매질인 U과 함께 금속으로 전환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용융조건에 따라 용융염에 용해되는 핵분열

생성물들의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용융염에 함유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들

의 양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의 시료는 납 차폐시설에서만 다룰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고 

핵분열생성물이 미량 함유되어 있는 LiCl이기 때문에 감도가 크고 분석과정

이 단순하여 적은 양의 시료로부터 신속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석방

법을 개발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우라늄 정련, 변환 및 이산화 우라늄 

핵연료 가공에 관련된 선행핵연료주기 연구과정에서 우라늄 화합물과 지르

칼로이 등과 같은 핵급 재료물질 분석에 폭 넓게 적용되고 있는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ICP-AES)은 감도가 커서 미량 농도의 금속원소 

분석이 가능하고, 여러 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으며, 측정 가능 농도범

위가 넓고 그리고 시료의 매질 간섭효과가 작은 장점이 있어서[1-17] 현재 

원자력 산업분야에서 우라늄 화합물 분석을 위한 표준방법으로 선택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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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8]. 이와 같은 장점은 특히 분석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고 분석자의 방사선 피폭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방사성 

물질 분석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1-19, 1-20]. 그러나 방사성 

시료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시료용액이 직접 접촉되는 플라스마 들뜸원

(plasma torch 및 induction coil)과 시료용액 도입부(spray chamber, 

nebulizer 및 peristaltic pump)를 분석자로부터 격리시켜야 하고 필요한 경우 

납으로 차폐시켜 분석자가 방사선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80 년대 초부터 미국의 PNL(Pacific Northwest Lab.)[1-21]과 Los 

Alamos 연구소[1-22], Ames 연구소[1-23∼1-27] 및 JAERI(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28, 1-29] 등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ICP-AES/차

폐 시스템을 구성하고 방사성 시료 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한편, KAERI에서

도 스테인레스 강 재질의 로브 박스를 결합시킨 ICP-AES/차폐 시스템을 

특수하게 설계, 제작하여 1998 년부터 사용후핵연료 화학특성연구에 사용하

고 있다[1-30].   

그러나 ICP-AES가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에서 이산화 우라늄 핵연료와 핵급 재료물질의 품질관리를 위한 표

준방법으로 선택될 정도로 분석능이 우수하다고 하여도 사용후핵연료의 매

질인 U과 비교적 과량 생성되는 Pu과 같이 원자방출 스펙트럼선이 매우 복

잡한 악티늄족 원소들에 의한 분광학적 간섭효과 등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사용후핵연료에 미량 함유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간섭효과를 일으키는 이들 간섭물질들을 분리하고 핵분열생성물만 

선택적으로 회수해야 한다[1-17, 1-31, 1-32].

이온교환수지법[1-33∼1-37]과 유기용매추출법[1-31, 1-38] 등으로 U이나 

Pu으로부터 핵분열생성물을 선택적으로 분리, 회수하려는 수많은 연구가 수

행되어 왔다. 특히, tri-n-butyl phosphate(TBP) 및 di(2-ethylhexyl) 

phosphoric acid(HDEHP) 및 octyl(phenyl)-N,N'-diisobutylcarbamolyl 

methylphosphineoxide(CMPO) 등을 유기 추출제로 하고 실란화된 실리카겔, 

테프론 분말 및 다공성의 polystyrene divinylbenzene 수지를 지지체로 하는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는 유기용매추출법의 선택적 분리특성과 이온 크로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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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피의 다단계 분리특성을 함께 갖추고 있어서 방사성 폐액의 발생량을 

최소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과정이 단순하여 로브 박스 안에서도 

분리작업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39∼1-41]. 

이산화 우라늄 핵연료 내 미량의 불순물 분리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과

정에서 U 분리에 폭 넓게 적용되어 온 tri-n-butyl phosphate[1-42]를 사용

후핵연료 내 U 분리를 위한 추출 크로마토그래피에 적용할 수 있다. 유기용

매추출에서와 같이 U, Pu 및 Np은 진한 질산 매질에서 UO2(NO3)2(TBP)2, 

PuO2(NO3)4(TBP)2 및 Np(NO3)4(TBP)2, NpO2(NO3)4(TBP)2와 같은 중성 착

물을 형성하여[1-43] 흡착되고 대부분의 핵분열생성물은 흡착되지 않는다

[1-44]. 질산과 염산의 농도에 따라 금속원소들의 분배계수가 잘 알려져 있

어서 산의 농도를 잘 조절하면 핵분열생성물의 정량적인 분리가 가능하다

[1-45].     

  나. 99Tc 정량  

Tc은 22 개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으나 235U의 핵분열에 의한 생성량과 

반감기를 고려할 때 
99Tc이 가장 중요한 핵종이다. 99Tc은 열중성자에 의한 

235U과 239Pu의 핵분열에서 주로 생성되는 β-핵종으로서 핵분열수율이 

6.161%이고 반감기는 2.13 × 105 년이며, 사용후핵연료에는 합금 형태로 존

재한다[1-46]. 50 년대 초부터 Tc의 물리․화학적 특성 연구 또는 의료용 

99mTc의 생산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며, 80 년대부터는 장수명 핵

종 소멸처리 기술개발 관련 99Tc 분리, 회수 연구 및 원자력환경관리 측면에

서 
99Tc 분리와 정량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1-47∼1-50]. 우리 

연구소에서는 Mo에 중성자를 조사시켜 의료용 99mTc을 생산하고 있으며, 장

수명 핵종 소멸처리연구의 일환으로 99Tc 분리, 회수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리고 강수, 지하수, 토양 등의 환경시료로부터 99Tc를 분리 정량하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특성연구와 관리를 위해서 수행되는 사용후핵연료의 핵종 

재고량(nuclide inventory) 측정의 일환으로 99Tc 정량이 필요하다[1-51, 

1-52]. 사용후핵연료에는 1 톤의 U에 대략 800 g의 Tc이 들어있으며 이 Tc

의 대부분이 99Tc이다. 그리고 금속우라늄 전환체 제조 용융염 공정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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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원소들과 핵종들의 물질수지 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화학분석이 필

요하며, 99Tc 정량도 필히 수행되어야 한다. 원자력 선진국들은 이미 60 년대

에 중성자 조사된 U 등 다양한 시료로부터 99Tc를 분리, 정량할 수 있는 방

법을 개발하여 여러 분야에 이용하고 있지만[1-53, 1-54], 금속우라늄 전환체 

제조 용융염 공정에서 99Tc의 정량에 관련된 연구가 수행된 바 없다. 99Tc 

정량방법에는 β-선 계측법, 중량분석법, 비색분석법, ICP-MS, ICP-AES, 중

성자방사화분석법, 전기화학적 방법 및 용량분석법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시료 분석에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기(ICP-MS)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1-47, 1-53, 1-55∼1-60]. 99Tc는 저에너지의 순수한 β-핵종이므로 이들 

방법 중에서 β-선 계측법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β-선 

계측법으로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99Tc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β

-핵종들은 물론이거니와 α-/γ-핵종들도 완전히 제거하고 Tc만을 순수하게 

분리해야 된다. 사용후핵연료에는 90Sr, 134Cs, 137Cs, 125Sb, 93Zr, 106Ru, 106Rh 

및 90Y 등의 란탄족 원소의 핵종들이 주요 β-핵종으로 들어있으며, 주성분에 

해당되는 U을 비롯하여 Pu, Np 및 Am과 같은 α-핵종들이 99Tc보다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β-선 계측에 앞서 Tc을 순수하게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용액 시료로부터 Tc을 분리하는 데는 증류법, 침전법, 

이온교환법과 용매추출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시료의 경우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 Tc을 순수하게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Tc의 β-선 계측분

석에서는 몇 가지 분리방법을 겸용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린

다[1-55, 1-61, 1-62]. 

1990 년대 초부터 원소분석에 이용되기 시작한 ICP-MS는 감도가 매우 

높아서 ng/mL보다 낮은 농도 수준도 측정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

전 분리나 농축을 하지 않고도 정량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환경시

료 중의 극미량의 악티늄족 원소나 
99Tc 정량에 ICP-MS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방사성 시료 분석에도 ICP-MS가 적용되고 있다[1-50, 1-63, 1-64]. 

사용후핵연료에는 99Ru를 제외하고는 99Tc의 동중핵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99Tc 정량에 ICP-MS의 적용이 더욱 용이하다. 사용후핵연료는 고방사성 

물질이므로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을 희석시켜서 그대로 ICP-MS에 주입하

면 기기 내부를 크게 오염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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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Ru이 무게로 99Tc의 1/27000 정도의 낮은 농도이긴 하지만, Ru으로부터 

Tc을 분리한 다음 ICP-MS로 99Tc을 측정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ICP-MS에서는 β-선 계측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순수하게 99Tc을 분리

할 필요가 없으며 기기오염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공존하는 방사성 핵종

들을 제거시키면 충분하다. 따라서 음이온교환수지에 의한 분리만으로도 측

정이 가능한 Tc을 정제, 회수할 수 있다. 음이온교환수지로는 AG 1×8이 많

이 사용되며, Amberchrom CG 71에 4 차 아민(aliphatic quaternary amine)

을 흡착시킨 Tc 선택성 크로마토그래피 수지도 사용되고 있다[1-64∼1-66]. 

시료를 묽은 염산 또는 질산 매질로 만든 다음 음이온교환수지에 통과시키

면 Tc은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만 대부분의 다른 핵종들은 흡착되지 않

거나 약하게 흡착되므로 방해 핵종들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Ru은 사용

후핵연료 용해용액에 니트로실루테늄(RuNO3+)의 착물로 존재하며 이 중 상

당량이 음이온 착물이므로 음이온교환수지에 Tc이 흡착되는 조건에서 Ru의 

음이온착물도 함께 흡착되므로 Ru을 제거하기 매우 어렵다.

한편, Tc은 시료의 용해 또는 용액의 증발농축 과정에서 Tc2O7 형태로 

휘발되므로 정량적인 회수가 어렵다[1-61]. 따라서 Tc의 손실 없이 용융염과 

사용후핵연료 시료를 수용액으로 전환시키는 방법, Tc과 Ru의 산화상태를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과 재현성 있는 Tc 분리방법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분리, 회수한 
99Tc의 양, 제거되지 않은 핵종 그리고 매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99Tc 측정방법을 선정하고, 측정오차를 최소화하는 측정 연구도 함께 수행되

어야 한다.  

3. 사용후핵연료 내 
14C 및 3H 정량기술 

사용후핵연료 내 14C 정량결과는 원자로 및 핵연료공정에서 환경으로의 

방출관리, 방사성폐기물의 고화처리, 핵연료처분관련 안전성평가 및 원자로 

구조물질 등과 관련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사용후핵연료에서 14C은 주로 

가벼운 원소들의 중성자방사화에 의하여 생성되며 주요 핵반응은 13C(n,

γ)14C, 14N(n,p)14C 등이다[1-67, 1-68].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14C은 

주로 무기성탄소인 CO2와 일부 CO 형태로 방출되며 탄화수소류는 거의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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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C은 베타 방출체이므로 주로 액체섬광계수기에 의한 방사능 계측방법

이 이용되고 있으며 기체크로마토그래피와 적외선분광분석법도 일부 이용되

고 있다[1-69∼1-71]. 방사능계측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로 14C과 3H를 동시

에 수행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화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측면에서 다단계

의 휘발기체 포집장치를 사용하여 공존하는 여러 핵분열생성기체들의 포집

과 분석을 병행하여 수행하기도 한다. 14C과 3H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른 비

방사성 또는 방사성폐기물 및 핵재료 물질 등과 같은 방사성 물질 내 14C과 

3H 분석방법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1-72, 1-73]. 방사능을 계측하여 14C

을 분석하는 방법[1-74∼1-76]은 매질로부터 14C(CO2)을 증류하여 방출시킨 

후 molecular sieve로 포집하거나 적당한 산을 산화제로 이용하여 14C(CO2)

을 증류시킨 후 적당한 흡착체 또는 알칼리 용액 및 특정 세정장치를 사용

하여 포집한 후 방사능을 계측하는 방법이 있다. 

삼중수소(3H 또는 T)는 고속 중성자 반응(14N + n → 12C + 3H)을 통하

여 성층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핵무기 실험, 원자력발전소 가동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과정을 통하여 인공적으로 생성되기도 한다[1-77]. 핵

연료 연소과정에서 
3H는 ternary fission과 불순물로 함유되어 있는 6Li 및 

14N의 중성자 방사화에 의해 생성되며[1-78], Sellafield의 BNFL은 1995년 원

자력발전 과정에서 2.7 × 1015 Bq을 바다로 그리고 5.90 × 1014 Bq을 대기권

으로 방출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다[1-79]. 사용후핵연료에 HT와 같은 화학

종으로 함유되어 있는 3H는 핵연료 내에서 생성된 후 많은 양이 지르칼로이 

피복관으로 이동하며[1-74] 이로 인하여 취화된 피복관이 원자로운전 중에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3H는 낮은 베타 에너지 (Emax = 18.6 keV) 방출체이기 때문에 액체섬광

계수법으로 분석할 때 정량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성 핵종을 계측 전

에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물, 토양 등과 같은 환경시료에 함유

되어 있는 3H에 대한 분석결과는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1-80] 실제 사용후핵

연료와 피복관에 함유되어 있는 3H의 분석사례는 자세히 보고되어 있지 않

다[1-81]. 

지르칼로이 피복관 또는 이와 유사한 고체물질에 미량 함유되어 있는 3H

는 전기 전극로의 탄소관에서 시편을 녹일 때 방출되는 3H를 운반기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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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헬륨)와 함께 500∼600 ℃를 유지하는 CuO관을 통과시켜 삼중수소수

(3H2O)로 산화시킨 후 약 6 ℃의 냉각수에 포집시켜 회수할 수 있다[1-82]. 

이 방법은 회수과정을 자동으로 통제할 수 있고 신속한 장점이 있으나 전극

로를 핫셀 또는 로브 박스 안에 설치해야 하고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공기 또는 산소 분위기에서 사용후핵연료를 490∼500 

℃에서 가열시켜 U3O8으로 산화시키는 voloxidation 공정에서 
3H는 대부분

(99.8%) 3H2O로 방출되며 핵연료에 남아있는 
3H는 질산 용해과정에서 3H2O

로 산화되어 용액에 남아있음이 확인되었다[1-75, 1-76]. 한편, JAERI가 발

표한 사용후핵연료 용해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질산 용해용액에 함유되

어 있는 3H의 약 1%가 용해과정에서 HT로서 방출되지만 대부분 3H2O로 용

해용액에 안정하게 남아있다[1-74]. 따라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여 고체 시

편으로부터 직접 3H를 회수하는 것보다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으로부터 3H

를 회수하는 것이 더 경제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에는 액체섬광계수법으로 3H를 정량할 때 간섭할 수 있는 많은 악티늄족 원

소들과 핵분열생성물들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3H의 양을 계측하기 전에 

반드시 정량적으로 분리, 회수해야 하며, 분리방법으로는 혼합 이온교환수지

를 사용하는 방법과 증류방법이 알려져 있으나[1-83, 1-84], 제염효율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두 방법을 함께 적용하기도 한다.   

4.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화학적 평균연소도 측정기술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측정은 핵연료의 화학적 특성 및 핵연료의 건전

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이다. 화학적 방법에 의한 연소도 측

정은 연소도 지표원소로 사용되는 Nd을 분리, 정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분리된 Nd 중 
148Nd과 U 및 Pu의 함량을 각각 측정하여 연소도 값을 구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여 이들 해당 원소를 개별 분

리한 후 질량분석법으로 각각의 원소 및 핵종을 정량하여 연소도를 측정하

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즉, 음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하여 U과 Pu을 

분리하고 아울러 란탄족 원소인 Nd을 분리하여 이들 원소를 질량분석법으로 

정량하여 연소도를 측정하고 있다[1-85, 1-86]. 그러나 본 방법은 시간이 많

이 소요되고 또한 취급이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고성능 액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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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사용후핵

연료 내 란탄족 원소 및 타 금속원소들을 분리하여 연소도를 측정하거나 또

는 핵연료 제조공정의 품질관리에 이용하고 있다[1-87, 1-88]. C18 역상분리

관에 1-octanesulfonate를 이온교환체로 하여 α-hydroxyisobutyric acid 

(HiBA) 용리액과 함께 주입하는 동적계를 적용하거나 또는 C18 역상분리관 

및 흡착 이온교환체를 직렬로 연결한 결합분리관(coupled column)에서 α

-HiBA 용리액을 사용하여 U 매질 내 미량의 란탄족 원소 및 전이원소들을 

분리한 보고가 소개되었다[1-89]. 연소도 측정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Nd을 분리, 정량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우라늄 시료를 

주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적의 시료주입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역상분리

관의 흡착용량(column capacity)를 측정하여야 한다. Sadroddin Golshan- 

Shirazi 및 다른 연구자들이 역상분리관에서 과량의 시료를 주입했을 때 일

어나는 용리거동에 관한 관계식을 유도하 다[1-90∼1-93]. 이 경우 많은 양

의 시료가 주입되었을 때는 피크가 비대칭이 되며, 머무름시간 및 피크넓이

(bandwidth)는 시료의 양에 비례하여 각각 감소하거나 넓어진다. 본 연구에

서는 C18 및 styrenedivinylbenzene copolymer phase 분리관(PRP-1)과 α

-HiBA 용리액에서 흡착용량(capacity)을 각각 측정하여 비교한 후 시료 주

입량을 결정하 다. 또한 분리관의 머무름시간, 피크모양 등을 비교하고, 용

량계수(loading factor)에 따라 분리관 효율(column efficiency)을 측정하여 

실험값과 계산값을 서로 비교하 다. 그리고 역상분리관에 양이온교환 분리

관을 연결한 분리시스템(coupled column system)을 사용하여 핵연료의 연소

도 측정에 활용하고자 하 다. 즉, 일차로 U을 포함하는 악티늄족 원소들을 

역상분리관에 흡착한 다음 다시 양이온교환체에서 란탄족 원소들을 개별분

리하는 것으로 α-HiBA 용리액의 농도를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란탄족 원소 

중 Nd, Pu 및 U을 분리하여 연소도 측정자료로 사용하고자 하 다. 

5.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O/M 비 측정기술 

사용후핵연료 제조와 관리․이용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이산화 우라

늄의 기본물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핵연료의 융점, 열전도

도, 팽창 등은 O/U(O/M) 비와 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열전도도는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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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능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자이며 O/M 비의 크기에 

따라 열전도도가 큰 향을 받게 된다[1-94].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

할 때[1-95, 1-96] 공기 중에서 U3O8으로 산화됨에 따른 부피 팽창으로 인한 

피복관 손상에의한 방사성 물질의 유출로 오염확산 등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관리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어서[1-97] 이와 관련된 연구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1-98∼1-101]. 

O/M 비 측정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열중량무게분석법으로서 두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방법은 기준상태

를 MO2로 정하고 1,250 ℃의 고온에서 MO2+x로 산화(hyperstochiometric 

oxides)시킨 후 이 때 변화된 무게를 측정하여 O/M 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서 약 0.5∼1 g의 시료가 필요하다[1-102]. 둘째 방법은 기준상태의 MO2+x를  

850 ℃의 CO 분위기에서 MO2.00로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CO2의 양을 측정하

여 산소가 감소된 양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10 g 이상의 시료가 필요하다

[1-103]. 이와 같이 시료의 기준상태를 화학양론적으로 결정한 다음 열을 가

하여 무게의 증감으로부터 O/M 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시료의 화학적 처리

과정 없이 직접 무게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감도가 

낮고 많은 양의 시료가 필요하며 시료를 구성하고 있는 금속원소들에 대한 

산화거동이 명확히 밝혀져 있어야 한다. 또한 시료의 형태가 고방사성물질인 

경우 방사선을 차폐시킬 수 있는 핫셀 안에 가열로를 설치해야하는 어려움

이 있다. 

사용후핵연료 시료의 금속원소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열역학적으로 안

정한 금속산화물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산소의 함량을 결정할 수 있

다[1-104]. 이 방법은 금속원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용해, 분리 및 측정 등 여

러 단계의 습식분석과정이 요구되지만 적은 양의 시료로도 O/M 비 측정이 

가능하고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미량의 금속원소를 동시에 정량할 수 있으

며 건식법에서 무시되기 쉬운 미량 농도 범위의 금속이 O/M 비 측정에 미

칠 수 있는 향까지 보정하여 줄 수 있다. 특히 고방사성 핵물질의 경우 취

급할 수 있는 시료의 양이 극히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습식법에 의한 

O/M 비 측정법이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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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건식 공정 화학특성 측정기술 개발 

금속 형태의 사용후핵연료의 전해정련을 위한 건식공정을 pilot plant 규

모로 확장하는 단계까지 수행한 미국의 ANL은 장수명핵종 소멸처리 연구와 

연관하여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환원시키는 연구를 수행

하여 왔다[2-1].  초기에는 CaCl2 매질에서 칼슘금속을 사용한 공정과 LiCl 

매질에서 리튬금속을 사용한 공정연구를 수행하 으나, 2000년말에 발표된 

CaCl2 매질에서 TiO2를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환원시키는 공정을 기초로 하

여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우라늄산화물의 환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ANL의 용융염 공정은 우라늄을 보다 완전히 분리, 제거하기 

위하여 PUREX의 변형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UREX라는 습식공정과 결합

한 건식공정을 구상하고 있다.  1990년 중반에 가속기를 이용하여 장수명핵

종소멸처리를 제안하면서 용융염 공정을 주도했던 미국 LANL의 건식공정기

술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RIAR 연구소에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용융염에서 

염소기체를 사용하여 UO2Cl2와 PuO2Cl2로 전환시키고 이것을 전기분해시켜 

UO2와 PuO2로 회수하는 공정을 확립하여 고속로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공정은 Dimitrovgrad Dry Process로 알려져 있으며, 용융염 조성을 변화

시킴으로서 우라늄산화물만을 먼저 회수하거나, 또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산

화물을 함께 회수할 수 있는 용융염기술이다.  이 기술은 일본의 주식회사 

Toshiba가 RIAR 연구소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납을 냉

각재로 사용하는 용융염 화학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장수명핵종소멸처리와 

관련된 일부 핵심기술은 미국보다 앞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본 JAERI에서는 Nitride 형태의 TRU 핵연료를 순환시키는 용융염기

술을 그리고 전력중앙연구소(CRIEPI, Komae 소재)는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재활용하는 핵연료주기 기술을 확립하기 

위하여 미국 연구소 및 대학, 프랑스 연구소, 러시아 연구소 및 ISTC 등과 

공동연구 또는 위탁연구를 통하여 용융염 공정에 관련된 실증기술을 확장하

고 있다.  CRIEPI도 기존의 리튬금속을 사용한 환원공정을 대신하여 전기화

학적 방법을 사용한 우라늄산화물의 환원공정을 개발하고 있으나, LiCl 대신

에 CaCl2를 사용한 매질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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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사용후핵연료 내 분열성 핵물질을 MOX핵연료로 활용한 후 발

생하는 방사성폐기물 내 함유되어 있는 장수명 핵종을 소멸처리하는 개념으

로 용융염 화학기술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중간저장과 처분을 목적으로 부피

감소와 발열량 감소를 목표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

로 전환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미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리튬금속

을 사용하는 대신에 전기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우라늄산화물을 환원시키

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소규모의 우라늄산화물을 금속으로 환원시키는 

실험을 99% 이상의 전류효율을 보일 정도로 성공적이었으며 현재 kg규모의 

전기화학적 환원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장수명 핵

종소멸처리과제에서는 중장기 과제의 일환으로 ANL에서 확립한 전해정련 

공정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산화우라늄의 환원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안정한 

산화전극의 개발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 LiCl 용융염내 용해도 측정

사용후핵연료의 우라늄 재활용, 처분을 위한 부피 감소, 핵연료 형태에 

무관한 처분체 확보 등을 위하여 DOR(direct oxide reduction) 공정 연구가 

미국의 ANL(Argonne National Lab.)에서 시작되었다. DOR 공정은 칼슘, 마

그네슘 등의 금속을 환원제로 사용하는데 침전을 형성하는 금속 우라늄 생

성물의 회수를 위하여 금속 산화물의 용해도가 큰 금속 리튬이 유리하므로 

염화리튬 용융염에서의 환원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다. 효율적인 공정을 위

해서는 염화리튬 용융염의 높은 부식성에 견딜 수 있는 재료선정, 공정반응

도 추적을 위한 화합물 감지 기술, 그리고 최적 공정조건 도출을 위한 속도

론적 및 열역학적 자료를 실험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염화리튬 용융염 공정은 고온(650oC)의 용융염 매질에서 산화 우라늄이 

금속 리튬에 의하여 환원되는 반응을 이용한다. 금속 리튬은 융점이 낮고 염

화리튬 용융염 매질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용해도를 가지며, 염화리튬보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반응용기 상부에 액상을 형성한다. 산화 우라늄은 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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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고, 비중이 크며,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반응용기 하부에 고체상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반응은 용해상 또는 격렬한 교반에 의해 형성된 용융상 

리튬과 분산된 산화 우라늄 분말 사이의 불균일상 접촉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들의 용해도가 반응속도에 큰 향을 줄 수 있다. 

반응생성물인 금속 우라늄은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반응매질로부터 회수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용해도는 생성물의 

결정형상과 불순물 함유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공정 반응물 및 생

성물이 용융염 매질에서 나타내는 용해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라늄 

금속을 포함한 우라늄 화합물의 용해도를 실험적으로 측정한 결과는 발표된 

것이 없다.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감소시켜 처분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

한 목적으로 우라늄산화물의 환원공정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매질변

화와 온도변화에 따른 다양한 실험 조건에서 용융염 내 주요성분의 용해도 

측정 자료는 보고된 것이 많지 않다.  용융염 내 화학특성 측정기술과 관련

하여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용융염 전해정련과 관련된 전기화학적 연

구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기술 

개발” 과제의 위탁연구로 리튬금속에 의한 우라늄산화물의 환원공정의 부산

물인 산화리튬을 전기분해하여 리튬금속을 회수하는 실험을 수행한 고려대

학교를 제외한다면, 국내 타 기관에서 염화용융염 공정물질의 화학특성 시험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온도가 용해도에 미치는 향뿐만 아니라 환원반응이 

진행될 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산화리튬의 농도가 증가할 때 반응물의 용해

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측정하 다.  

2. 용융염내 산도측정 및 공정반응도 측정기술 개발

용융염 내에 함유된 산소이온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

문이 보고된 바 있다. 산소이온의 측정과 함께 용융염 매질의 산도(acidity)

를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리튬금속을 사용하여 우라늄산화물을 금속으로 환원시키는 공정은 부산

물로 산화리튬을 생성하고 산화리튬은 650℃의 온도에서 8.7wt%의 용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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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융염 내 산소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우

라늄산화물의 환원공정에 적용하여 공정반응도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이것은 용융염 내에 미량으로 녹아있는 리튬금속이 산화리튬의 농도를 측정

하는데 방해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일 것이다. 

리튬금속을 사용한 환원공정의 공정반응도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기술은 

환원된 우라늄금속을 직접 시료로 채취하여 재 산화시킬 때 무게의 증가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방법과 용융염내에 용해되는 부산물인 산화리튬의 농도

를 측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특히 산화리튬의 농도를 측정하는 간접

적인 방법은 시료채취의 편리성과 시료의 균일성 때문에 한국원자력연구소

의 공정에 적용해 왔던 측정기술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료의 채취와 함

께 시료가 응고되면 이것을 분쇄하여 무게를 재고, 이것을 물로 용해시킬 때 

발생하는 수소의 양을 부피법으로 측정하여 용해된 리튬금속을 보정해주어

야만 하며, 다시 산용액으로 적정하는 등의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또

한 직접법이든 간접법이든 이들 방법은 실시간으로 공정반응도를 알 수 없

다는 단점을 갖는다.  시료를 채취하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공정반응도를 

in-line monitoring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3.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우라늄산화물의 환원반응 규명

일반적으로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금속산화물의 환원은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며, 우라늄산화물의 전기화학적 환원은 최근까지 수행된 바 없

다.  2000년 10월에 국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CaCl2 용융염 매질 내에서 

TiO2를 환원시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2-2], 전기화학적 방법을 사용한 

우라늄산화물의 환원연구 뿐만 아니라 다른 금속산화물들의 환원에 대한 연

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3].

미국의 ANL에서는 650℃의 LiCl 용융염에서 우라늄산화물을 환원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값 싼 산화전극 물질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일본의 CRIEPI는 950℃의 CaCl2 용융염 매질에서 우라늄산화물을 

환원시키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차세대관리공정 기술개발 과제와 핵연료

주기화학측정기술개발 과제에서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우라늄산화물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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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연구를 수행중에 있으며, 환원메카니즘 규명과 최적 환원조건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4].

제 3 절 조사핵연료 내 동위원소 분포 및 미세 구조변화 측정 

시스템 개발

1. 조사핵연료 내 동위원소 분포측정 시스템개발 

1980년에 Houk 등에 의해서 용액중의 원소분석을 위하여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와 QMS(Quadruple Mass Spectrometer)의 결

합이 시도되었고, 1983년경 상품화되면서 이 기술은 ICP-MS 기술로 알려졌

다. 현재 이 기기는 다성분원소 분석 및 동위원소비를 측정하는데 뛰어나다. 

많은 원소들의 검출한계가 pg/mL로 극미량까지 분석이 가능하며, 정량분석

을 위한 dynamic range가 109 정도이므로 측정농도범위가 넓다. Mass 

spectrometer의 종류도 QMS와 더불어 DF-MS(Double Focusing Mass 

Spectrometer)가 발달되어 질량분해능이 300에서 10000 까지 향상되었다. 이

로써 QMS에서 야기되었던 spectral interference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3-1∼3-3].  

용액중의 원소분석과는 달리 고체시료의 시료처리 시 발생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체시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시료도입장치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ICP-MS는 Vapour 또는 solid aerosol상태로 시료도입이 

가능하므로 시료들을 Vapour 또는 solid aerosol상태로 만들어주는  

ETV(Electro Thermal Vaporization), SA(Spark Ablation) 또는 LA(Laser 

Ablation)등과 같은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시료도입장치 중 시료

의 상태에 제한이 없고(전도체 또는 비전도체이든), 시료의 미세 역에서 성

분원소를 측정할 수 있는 LA 시료도입장치가 호응을 얻고 있다.

LA 시스템의 구성은 laser(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gas tight ablation chamber, 시료미세이동장치, CCD camera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laser의 선정으로서 개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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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는 laser 종류는 다양하나 시료도입장치에 흔히 사용되고있는 laser의 종

류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종류는 ruby, Nd:YAG(Nd doped Yttrium 

Aluminium Garnet) 및 excimer(Excited Dimer)등이 있다. LA 시스템개발 

초기에는 ruby laser가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주로 Nd:YAG와 excimer 

laser가 이용되고 있다. Nd:YAG의 파장은 IR 역으로 1064nm이고, excimer

의 파장은 UV 역으로 excimer 종류(XeCl, KrF 또는 ArF)에 따라 308nm, 

248nm, 193nm등이 있다.  Nd:YAG 경우도 최초 발생 1064 nm를 doubling, 

tripling 및 quadrupling하는 방법으로 532nm, 355nm 및 266nm을 생성할 수 

있다. UV laser는 지질시료(예; apatite, quartz, fluorite and calcite 등) 및 

세라믹과 같은 시료에 유용하여 상용 laser들이 266nm 파장을 주로 이용하

며 현재로는 Nd:YAG 시스템이 비교적 단순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3-4].  

LA 시스템의 laser power는 시료의 sampling 양과 관계가 있다. bulk 

sampling을 요구할 때는 수십에서 수백 mJ을 사용하며, microanalytical 

sampling을 위해서는 수 mJ이면 가능하다. Laser ablation되는 시료의 spot 

size는 aperture와 laser power의 조절로 수 ㎛에서 수백 ㎛까지 만들 수 있

어 시료내의 원소분포측정의 분해능 조절이 가능하다.  

1990년까지는 LA/ICP-MS을 이용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1990년

부터 현재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LA/ICP-MS는 높은 감도, 

동위원소에 관한 정보제공, 미지시료에 대한 신속한 반정량(semiquantitative 

analysis)등의 장점으로 인해 지질시료와 같은 복합재질 중 미량원소 분석이

나 폴리머의 불균일성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3-5∼3-7], 동위원소 비 

분석[3-8∼3-10]이나 고체시료 중 장수명 핵종의 미량 분석, 동위원소 분석

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11]. 

최근 일본과 EC를 중심으로 한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고연소 핵연료 개

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연료 고연소에 장애요소로 거론

되는 rim-effect를 연구하기 위하여 일본 CRIEPI가 주관하고 23개 세계 연

구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High Burn-Up Rim Project가 진행되고 있다. 이 

project는 rim이 형성되는 핵연료 내 연소도, 온도 및 압력의 문턱값

(threshold value)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EPMA, 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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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연소도, XRD, oxygen potential, 기체 이탈 및 열전도도 측정과 같은  

조사핵연료 시편의 고연소 거동관련 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또, EC-JRC

산하 ITU 연구소에서는 laser flash 기술을 활용하여 고온(1800∼2600 oK) 

조건에서 핵연료의 열용량, 열확산도, 열전도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으며, laser ablaton/ICP-MS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조사핵연료의 핵종 

동위원소 비를 측정하여 고연소 핵연료의 rim structure에 대한 연구를 활발

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화학연구부에서는 차폐개념을 적용한 

Laser ablation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존에 활용 중인 ICP-MS와 접합하여 

LA/ICP-M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로써 조사핵연료 화학시험․평가기

술 중의 하나인 미세 역에서의 동위원소 분포 측정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2. 조사핵연료 내 미세 구조변화 측정시스템개발 

경수로 핵연료(LWR-fuel)의 고연소, 장주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

라 고연소 사용후핵연료의 미세 역에서 구조변화가 관측되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펠렛의 가장자리(rim)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 역은 연소도에 

따라 바깥표면으로부터 안쪽으로 수십에서 수백 micrometer 두께에 이른다. 

두께가 매우 얇음에도 불구하고 이 rim 역은 핵연료의 열적거동(thermal 

behaviour)과 원자로 운전조건에서의 기계적 반응(mechanical response) 그

리고 중-장주기 저장 시 부식저항성(corrosion resistance)에 향을 준다.

고연소시 핵연료의 특성에 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과정을 이해하기 위

해 핵연료의 고연소에 따른 rim 역에서의 격자구조변화 측정이 요구되었

다. 조사핵연료의 rim 역에서 UO2 결정구조는 local burn up과 rim 

structure formation 그리고 Xe-depletion 등의 요인에 의해 조사핵연료의 경

방향에 따라 변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정구조변화는 X-ray diffraction(XRD) 시스템을 사용하여 측정

하며, 조사핵연료(펠렛)의 rim 역이 수백 ㎛로 매우 좁기 때문에 30 - 50 

㎛ 간격으로 측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상용되고 있는 micro-XRD 시스템의 collimator는 바늘 구멍형(pin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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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apillary로서 spot size의 지름(φ)은 10 - 500 μm 이다. 이러한 바늘 

구멍형 collimator를 통해 나오는 빔의 세기는 매우 작아 일반 XRD에 장착

되어 있는 scintillation counter로는 검출이 불가능하여 multi channel 

detector가 장착되어 있다. 이 검출기는 측정피크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반면, 

피크의 분해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진다. 또한 여러 개의 anode를 사용해 

X-ray tube의 출력을 높이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름이 

10-30 ㎛인 capillary를 사용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더욱이 측

정하고자하는 조사핵연료의 경우, 연소로 인한 다공성(porosity) 증가와 경도

(hardness) 감소 때문에 grain들의 도가 균일하지 않아 X-선 회절피크 세

기가 조사전 핵연료의 것에 비해 10-50배 작아지므로 상용화되어 있는 

micro-XRD를 사용하여 조사후 핵연료의 rim 역에 대한 미세 구조변화를 

측정할 수 없다. 

해외의 몇몇 연구자들이 X-선 빔을 미세빔으로 집광하는 장치를 연구하

고 있는데, 대체로 거울과 렌즈를 이용한다. 이들 X-선 집광을 위한 거울과 

렌즈는 크게 전반사거울[3-12∼3-19], 회절거울[3-20∼3-22], 굴절렌즈[3-23]

의 3가지로 분류된다. 회절거울은 X-선을 회절 반사시켜 초점을 맞추는 거

울로 X-선의 손실이 많아 빔의 세기가 큰 가속기 선원을 사용하는 것이 효

과적이며, 일반 XRD의 선원을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굴절을 이용한 렌

즈도 있으나 이것 역시 X-선의 손실이 많아 부적합하다. 일반 XRD의 선원

을 사용하여 미세빔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침각을 이용하는 전반사 거울이 

효과적이다.

유럽연합의 ITU(Institute for Transuranium Elements)에서는 두 개의 

긴 직사각형 Ni 거울(임계각: 0.42o)에 X-선을 전반사시켜 선형 빔으로 집광

하는 collimator를 개발하 다[3-12]. 이 선형 빔은 폭 15 ㎛, 길이 4,000 ㎛ 

로서 상용화되어 있는 원형 빔(지름: 15 ㎛)과 비교하여 빔 세기가 약 340배 

증가된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Ni 거울에 의해 빔이 10-100배 집광 되므로 

결과적으로, 집광하지 않는 원형 collimator와 비교하여 빔 세기가 

3,400-34,000배 증가한 효과가 있다. ITU에서는 이 집광기(concentrator)를 

기존의 XRD에 장착하여 micro-XRD를 구성하고 방사선 차폐하여 고연소핵

연료(67 GWd/tM, 80 GWd/tM)를 경방향으로 30 ㎛ 간격씩 이동하면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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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회절피크를 측정하 다. 이때, 고연소핵연료의 rim 역 내에서 constant 

peak broadening 현상과 격자상수(lattice parameter) 변화를 관측하고, 다른 

특성들(porosity, hardness, Xe depletion)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또

한 100 GWd/tM의 고연소 핵연료를 micro-XRD로 측정하여 바깥쪽의 첫 번

째 rim과 함께 핵연료 안쪽의 두 번째 rim으로 보이는 역에서 격자상수변

화를 관측한바 있다. 이와 같이 ITU에서는 자체 구성한 micro-XRD를 이용

해 핵연료와 핵연료 피복관의 구조적 특성을 측정하여 원전사고시의 거동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variable slit을 제작하여 X-선 빔을 정사각형 또는 직

사각형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집광기를 개발하 다. 이 집광기는 텅스

텐 금속을 거울로 사용하여 X-선을 집광하고, 나사를 조절하여 slit을 원하

는 형태와 폭으로 제조하는 장치로 조사핵연료의 UO2 회절피크 측정에의 적

용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화학연구부에서 보유하고 있

는 기존의 일반 XRD에 X-선 미세빔 집광기와 시편 미세이동장치를 적용하

여 micro-XRD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며, 이로써 조사핵연료 화학시험․평

가기술 중의 하나인 미세 역에서의 구조변화 측정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

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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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건식공정 시료 내 성분원소 정량기술 개발

 1. 연구개요

LiCl 용융염에 함유되어 있는 Np 및 Pu을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 분리하

고 237Np 및 239Pu을 알파분광분석법으로 정량하는 기술을 확립하 다. 8 M 

HNO3의 용융염 용해용액에 과산화수소를 가해서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될 

수 있는 Np(IV)와 Pu(IV)로 산화수를 조절하고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시

료용액의 산도, U과 핵분열생성물 세척용액, Pu 및 Np 용리액 등을 검토하

여 Np과 Pu의 음이온교환 분리조건을 최적화하 다. 모의 용융염 용해용액

을 대상으로 확립한 정량절차에 따라 Pu과 Np 회수율을 측정하고 상대표준

편차로 신뢰도를 평가하 다.  

LiCl 용융염에 함유되어 있는 U, Cs 및 공존 핵분열생성물(La, Ce, Pr, 

Nd, Sm, Eu, Gd, Y, Ba, Sr, Zr, Ru, Rh, Pd, Mo)을 원자흡수, 방출분광분석

법으로(241Am 및 244Cm은 알파분광분석법) 정량하기 위하여 용융염 매질인 

LiCl이 미칠 수 있는 간섭효과를 확인하 다. 분석자의 방사선 피폭과 방사

성 폐액의 방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LiCl을 매질로 하는 모의 용융염 용해

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하 다. U 및 핵분열생성물과 Li의 분배계수 차이가 

큰 점을 이용하여 양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서 LiCl 매질로부터 U, Am, Cm

및 핵분열생성물을 순차적으로 분리, 회수하 다. Li으로부터 U과 공존 핵분

열생성물을 군으로 분리하면 ICP-AES로 동시에 정량이 가능하지만 공정이 

사용후핵연료 산화물(U3O8)을 주원료로 할 뿐만 아니라 용융염에 대한 U의 

용해정도를 공정조건의 변화에 따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과량 존

재하면 핵분열생성물정량에 향을 미칠 수 있는 U을 개별적으로 분리하

다. 137Cs을 감마선분광분석법으로 정량할 때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을 방출

하는 다양한 핵분열생성물들에 의하여 불감시간이 길어지고 바탕값이 증

가하여 137Cs 방사능을 측정하는데 오차가 커질 수 있으므로 137Cs을 정 ,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Cs을 개별적으로 분리하 다. 모의 용융염 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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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을 대상으로 확립한 정량절차에 따라 U, Am, Cm 및 핵분열생성물원소

들의 회수율을 측정하고 상대표준편차로 신뢰도를 평가하 다. 

LiCl 용융염에 함유되어 있는 99Tc를 액체섬광계수법으로 정량하기 위해

서 0.05 M HCl의 용융염 용해용액에서 하이포염소산 나트륨과 에탄올을 이

용해서 Ru과 Tc의 산화수를 조절하고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시료 용액의 

산도, 악티늄족 원소와 핵분열생성물 세척용액 및 Tc 용리액 등을 검토하여 

Tc의 음이온교환 분리조건을 최적화하 다. 모의 용융염 용해용액 시료를 

대상으로 확립한 정량절차에 따라 Tc 회수율을 측정하고 상대표준편차로 신

뢰도를 평가하 다.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237Np을 알파분광분석법으로 정량하기 위

해서 음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Np 분리, 회수방법을 확립하 다. 8 M HNO3

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에 과산화수소를 가해서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될 

수 있는 Np(IV)로 산화수를 조절하고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시료 용액의 

산도, U과 핵분열생성물 세척용액, Pu 세척용액, Np 용리액 등을 검토하여 

Np의 음이온교환 분리조건을 최적화하 다. 모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을 

대상으로 확립한 정량절차에 따라 Np 회수율을 측정하고 상대표준편차로 신

뢰도를 평가하 다.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241Am과 244Cm을 알파분광분석법으로 정

량하기 위하여 음이온교환수지법과 di(2-ethylhexyl)phosphoric acid 

(HDEHP)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로 Am과 Cm을 군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건

을 확립하 다. 폴리에틸렌 재질의 전착쎌과 Pt 전극 및 스테인레스 강 재질

의 planchet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착장치를 제작하고 0.1 M NaHSO4-0.53 

M Na2SO4 매질에서 Am과 Cm을 정량적으로 전착할 수 있는 조건을 최적

화하 다. 유기 착화제인 DTPA가 241Am의 전착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

다. 모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을 대상으로 확립한 정량절차에 따라 Am과 

Cm의 회수율을 측정하고 상대표준편차로 신뢰도를 평가하 다. 실제로 연소

도가 36,195 및 38,967 MWd/MtU인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241Am과 

244Cm을 정량하고 Origen2 전산코드로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 다.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에 함유되어 있는 99Tc을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

량분석기로 정량하기 위해서 악티늄족 원소와 핵분열생성물로부터 Tc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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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교환분리 방법을 확립하 다. 질산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에서 KIO4와 

에탄올을 이용해서 Ru과 Tc의 상호분리에 적합한 산화수 조절방법을 확립

하 다.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시료 용액의 산도, 악티늄족 원소와 핵분열

생성물 세척용액, Tc 용리액 등을 검토하여 용융염 내 Tc의 음이온교환분리 

조건을 최적화하 다. 실제로 연소도가 36,000 MWd/MtU인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99Tc을 정량하고 Origen2 전산코드로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 다.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14C 및 3H의 회수 및 정량기술을 확립하

다. Na2
14
CO3 및 

3H2O 표준액을 첨가한 모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을 사용

하 으며 방사성 폐액의 방출을 억제하고 분석자의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하나의 시료로부터 14C과 3H을 순차적으로 회수, 정량하도록 하 다.  

14C을 회수하기 위하여 핵연료 용해 및 휘발기체 포집장치를 핫셀 안에 설치

하 다. 
14C을 정량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14CO2 운반체로서 CaCO3 사용하

으며, 액체섬광계수법으로 14C을 정량할 때 간섭을 하는 휘발성 요오드

(129I2)를 제거하기 위하여 Ag-silica gel 흡착관을 제작 설치하 다. 사용후핵

연료 용해과정에서 방출되는 14CO2는 핫셀 안에서 1.5 M NaOH에 포집시켜 

회수하 다. 
3H는 14CO2를 회수한 후 증류시켜 회수하 으며, NaOH를 넣어 

악티늄족 원소와 핵분열생성물을 침전시킴으로서 RuO4 등 공존 성분 원소들

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 다. 모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을 대상으로 확립한 

정량절차에 따라 14C과 3H의 회수율을 측정하고 상대표준편차의 크기로 신뢰

도를 평가하 다. 실제로 37,000 MWd/MtU 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를 대상

으로 14C과 3H를 정량하고 표준물첨가법으로 정량 신뢰도를 평가하 다.   

연소도가 각각 다른 사용후핵연료를 voloxidation 공정을 거쳐 산화분말

로 만든 후 평균 연소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

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채취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필

요한 균질도 검증기술을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확립하 다. 200 g의 사용

후핵연료 산화분말을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임의로 설정하고 한 번에 1.85 

g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총 108 개 구역으로 나눈 후 난수를 발생시켜 

시료 채취점을 결정하 다. 채취한 시료의 측정값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모집단(저장 용기에 들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에 대한 균질도를 판

정하고, 모집단이 불균질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측정결과가 대표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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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지 여부와 대표시료 측정결과의 신뢰구간을 통계적으로 기술하

는 방법을 확립하 다. 

사용후핵연료의 평균 연소도 측정을 위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피로 연소

도 지표원소를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 다. 역상분리관으로 C18 및 

PRP-1 분리관을 선택하여 α-hydroxyisobutyric acid(HiBA) 용리액을 사용

하여 많은 양의 U에 대한 용리거동을 조사하 다. 특히 역상분리관의 흡착

용량, 머무름 시간, 피크모양 및 분리관 효율 등을 고려하여 두 분리관을 비

교한 다음 최적 분리관을 선택하 다. C18 역상 분리관과 양이온교환 분리관

을 동시에 사용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coupled column liquid 

chromatography) 시스템을 사용하여 란탄족 원소 및 악티늄족 원소의 분리

방법을 연구하 다. α-HiBA 용리액의 단계적 농도구배법을 적용하여 사용후

핵연료 내 Nd, Pu 및 U을 동시에 분리하고 분취된 각 성분 원소를 질량분

석법으로 정량한 후 연소도 측정자료로 이용하 다. 

고온 건식공정의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U3O8)과 경․중수로 연계 핵연

료 제조공정의 UO2 소결체의 물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Oxygen/Metal(O/M) 

비를 습식에 의한 화학분석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 다. UO2 

분말에 비방사성 핵분열생성물 원소의 산화물을 일정량 첨가하고 1,700 ℃의 

수소 분위기에서 소결시켜 20,000∼60,000 MWd/MtU 연소도 범위의 사용후

핵연료와 화학조성이 유사한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제조하여 시편으로 사용

하 다. O/M 비 측정을 위하여 화학분석법으로 U과 핵분열생성물 원소들의 

총량을 결정하 다. 이와는 별도로 UO2가 산화될 때의 무게변화를 열중량무

게분석법으로 측정하여 O/M 비를 계산하고 습식법으로 얻은 결과와 비교하

다.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사성분계 합금이 습식에 의한 방법으로 

O/M 비를 결정할 때 미칠 수 있는 향도 함께 조사하 다. 

 2. 용융염 내 성분원소 정량기술 개발

  가. 
237Np 및 239Pu 정량기술 개발 

   (1) Np 및 Pu 분리를 위한 산화수 조절

진한 질산 용액에서 U(VI)과 대부분의 핵분열생성물은 음이온교환수지에 

약하게 흡착되거나 흡착되지 않지만 Np(IV)와 Pu(IV)는 나이트레이토 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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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착물을 형성하여 세게 흡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Np과 Pu만을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시킨 다음 적당한 환원제를 사용해서 

Pu을 Pu(III)로 환원 용리시키고, 마지막으로 적당한 용리액으로 Np(IV)을 

용리시키는 분리, 정제기술 확립을 목표로 하 다. LiCl 용융염 시료를 진한 

질산 용액 상태로 전환시킨다는 가정에서 Np과 Pu의 산화수를 조절하기 위

하여 질산 용액에서 H2O2를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 다. 

질산 용액에서 Np은 Np(IV), Np(V) 및 Np(VI) 상태가 공존하며, Pu은 

Pu(III), Pu(IV) 및 Pu(VI) 상태가 공존하므로 적당한 산화제 또는 환원제를 

사용해서 Np(IV)와 Pu(IV)로 전환시켜야 된다. 본 연구에서는 U, Np및 Pu

의 산화상태 조절제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 다. 과산화수소는 분해되면 물

이 되므로 과산화수소로 인해서 대상 시료에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으며, 질

산 용액에서 안정하게 존재하는 U(VI)에는 전혀 향을 주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진은 1∼8 M HNO3에서 Pu의 산화상태 분포와 과산화

수소에 의한 Pu 산화상태 조절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1-1, 1-2]. 1∼8 M 

HNO3에서 초기에 적색의 수용성 Pu(IV)-H2O2 착물이 형성되지만 천천히 

Pu(III)로 전환되었다가 과산화수소가 소멸되는 즉시 Pu(IV)로 조절되었다. 

Pu(III)에서 Pu(IV)로 전환되는 속도는 남아 있는 과산화수소에 의해 결정되

었다. 1∼8 M HNO3에서 Np의 산화상태 분포와 과산화수소에 의한 Np의 

산화상태 조절연구도 수행한 바 있다[1-2∼1-4]. 1 M과 2 M HNO3 매질에

서 Np은 과산화수소에 의해서 즉시 Np(V)로 조절되어 폐상태에서 측정하

는 15 일 동안 안정하 다. 8 M HNO3 매질에서는 과산화수소에 의해서 즉

시 Np(IV)로 조절되어 관찰하는 15 일 동안 안정하 다. 그러나 4 M과 6 M 

HNO3 매질에서는 과산화수소수를 가하면 Np(VI)가 Np(IV)와 Np(V)로 환원

되어 질산의 농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이들이 공존하 다. 

본 연구에서 질산 용액에서 과산화수소를 열분해시키기 위해서 용액을 

가온하는 것이 Np(IV)의 안정성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조사하 다. 2.0 

M HNO3 매질의 Np 용액에 과산화수소를 가하기 전과 후에 측정한 흡수스

펙트럼을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Np의 2.0 M HNO3의 흡수스펙트럼에서 

616 nm와 980 nm의 흡수피크는 Np(V)의 특성피크이며, 1223 nm의 흡수피

크는 Np(VI)의 특성피크이다. Np(V)와 Np(VI)의 농도비율은 용액의 증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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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pectrum of Np in 2.0 M HNO3 and the change in the spectrum 
by the addition of 0.1 M H2O2; [Np] = 5.4 mM. 

- 32 -



- 33 -

조, 용해 등, Np 용액을 제조하는 방법에 따라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림 1-1에서 과산화수소가 첨가되자 즉시 1223 nm의 Np(VI) 특성피크

가 사라지고 616 nm와 980 nm의 Np(V) 특성피크의 세기가 크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낮은 농도의 질산에서는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Np을 즉시 Np(V)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질산 농도가 4∼8 M

일 경우 Np 용액에 과산화수소를 가하면 Np(V)와 Np(IV)의 혼합 산화상태

로 조절되었다. 여기서, Np(V)와 Np(IV)의 분포 비율은 질산 농도에 의존하

으며, 질산 농도가 증가할수록 Np(IV)의 농도가 증가하 다. 

8.0 M HNO3 매질의 Np 용액에 과산화수소를 가하기 전과 가하고 15 분

이 지난 후, 그리고 잔여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키기 위해 70 ℃로 2 시간 동

안 용액을 가온한 후 실온으로 냉각시킨 다음과 이 용액을 43 일 동안 실온

으로 보관한 다음 측정한 흡수스펙트럼을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과산화수

소가 들어가지 않은 8.0 M HNO3의 Np 흡수스펙트럼에서 1223 nm의 흡수

피크는 NpO2(H2O)6
2+ 그리고 1115 nm의 흡수피크는 NpO2(NO3)2와 

NpO2(NO3)3
-에 의한 빛의 흡수로 인해서 나타난다[1-3]. 그리고 980 nm의 

조그마한 흡수피크의 존재로부터 Np(V)도 소량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용액의 증발건조, 용해 등의 Np용액을 제조하는 방법에 따라 Np(V)와 

Np(VI)의 농도 비율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p(VI)의 나이토레이

토 착물인 NpO2(H2O)6
2+, NpO2(NO3)2와 NpO2(NO3)3

-의 분포 비율은 질산의 

농도와 관계된다. 그림 1-1과 1-2에서 알 수 있듯이 질산 용액에서 대부분의 

Np은 Np(V)와 Np(VI)의 산화상태로 존재한다. 높은 질산 농도에서도 소량 

존재하는 Np(V)는 나이트레이토 착물 형성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주로 양이

온으로 존재하며, Np(VI)는 많은 부분이 나이트레이토 양이온 또는 중성 착

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질산 용액에서 Np의 산화상태를 조절하지 않으면 상

당량의 Np이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질산 용액에 과산화수소가 첨가되자 즉시 1115 nm와 1223 nm의 Np(VI) 특

성피크들이 사라지고 650∼1000 nm 파장 역의 Np(IV) 흡수띠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2 참조). 그리고 잔여 과산화수소를 분해

시키기 위해 70 ℃로 2 시간 동안 용액을 가온하거나 43 일 동안 보관하여

도 Np(IV) 산화상태가 보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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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hange in the spectrum of Np in 8.0 M HNO3 with the addition 
of 0.05 M H2O2 and heating for 2 hr.; [Np] = 6.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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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Np을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는 Np(IV) 산화

상태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용액의 질산 농도가 8 M 이상으로 높아야 되며, 

잔여 과산화수소를 분해시켜 제거하기 위해서 가온하거나 수일간 용액을 방

치시켜도 Np(IV) 산화상태가 안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용융염 매질 및 공존 성분원소로부터 Np 및 Pu 분리

염산과 질산을 대상으로 음이온교환수지법에 의한 Np 및 Pu 분리에 적

합한 시료 용액의 매질을 조사하 다. Np과 Pu이 음이온교환수지에 세게 흡

착되는 9 M HCl/0.1 M HNO3과 8 M HNO3 매질이 되도록 만든 모의 용융

염 용해용액을 AG 1×8(100∼200 mesh) 분리관에 흘려 넣고 2 mL씩 분액분

취한 후 용출액에 남아 있는 핵분열생성물 원소들의 양을 ICP-AES로 측정

하 다. 그림 1-3에 나타낸 핵분열생성물 원소들의 용리곡선을 살펴보면 8 

M HNO3 매질에서는 9 M HCl/0.1 M HNO3 매질에서 꼬리끌기가 심하게 

나타났던 Ru과 Pd도 20 mL 이내에 잘 분리됨을 볼 수 있었다.

용융염 시료로부터 Np과 Pu을 개별 분리하기 위해서 음이온교환수지 분

리관, 시료 매질은 8 M HNO3, U과 핵분열생성물 세척제로는 8 M HNO3, 

Pu 용리액으로는 HCl-I
- 용액, Np 용리액으로는 묽은 염산으로 구성한 분리

체제를 최적화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다. 먼저 100 mg LiCl에 5 μg U과 

143.5 μg의 각종 핵분열생성물 원소(Cs, Sr, Zr, Ba, 백금족 원소, 란탄족 원

소)를 첨가한 모의 용융염 용해용액에 183.4 Bq 237Np과 827 Bq 239Pu이 함

유된 시료 용액을 대상으로 Np과 Pu의 산화수를 과산화수소로 조절한 후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을 이용해서 이들을 분리, 회수하 다. 시료 용액에 

진한 질산을 가하고 증발 건조시키는 과정을 반복하고 최종적으로 3 mL의 

8 M HNO3으로 용해시킨 다음 과산화수소를 가했다. 2 일간 방치한 후 AG 

MP-1 분리관에 주입한 다음 Np과 Pu을 분리, 회수하 다. 용출액에 함유되

어 있는 237Np과 239Pu의 양을 액체섬광계수기를 이용해서 측정하 으며 회수

율을 표 1-1에 수록하 다. 

우라늄 금속전환체 제조 공정의 LiCl 용융염에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유

래되는 여러 가지 금속이온들이 함유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순물들이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1-5]. 따라서 실제 용융염 

시료의 경우는 전혀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질산 용액에서 Np(IV)



Fig. 1-3. Elution behaviour of fission product elements with  HCl and 
HNO3. Column; AG 1X8(100-200 mesh), I.D.: 4 mm, height: 70 mm. 
Eluent; A: 9 M HCl/0.1 M HNO3, B: 8 M HNO3.  Fraction volume; 2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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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Pu(IV) 산화상태로 조절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의 과산화수소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량을 가해 주면 이온교환분리단계

에서 잔여 과산화수소가 이온교환수지와 반응하거나 기체를 발생시켜 좋지 

않은 분리결과를 주기 때문에 시료 용액을 분리관에 주입하기 전에 잔여 과

산화수소를 분해 제거시키는 것이 좋다. 실제 용융염 시료의 조성이 본 연구

에서 사용한 모의 용융염 시료와 유사할 경우 0.5∼1 mL의 30% H2O2를 가

하고 30 분 후 70 ℃에서 30 분 정도 가온하거나 2 일 이상 방치시켜 잔여 

과산화수소를 분해, 제거하면 음이온교환 분리에 적합한 Np과 Pu의 산화상

태로 조절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1. Recovery of Np and Pu v.s. the added volume of 30% H2O2

Added volume of 30% H2O2, mL
Recovery, %                    

239Pu 237Np

0.05 84 67

0.1 80 63

0.3 91 95

0.5 100 95

1.0 100 100 

  

    

음이온교환수지로는 AG MP-1(200∼400 mesh)와 AG 1×4(200∼400 

mesh)의 분리특성을 비교 검토하 다. 중력에 의한 자연적 흐름속도를 고려

하여 AG MP-1의 경우는 7(i.d.)×25 mm(h)로 수지를 채웠으며 전체 분리과

정에서 평균 흐름속도는 약 0.13 mL/min이었다. 비슷한 흐름속도를 고려하

여 AG 1×4의 경우는 7(i.d.)×40 mm로 수지를 채웠다. Pu과 Np의 회수율에  

있어서 두 수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AG 1×4의 경우 산 농도에 따

라 수지의 팽윤 및 수축으로 충전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전체 분리과정에서 

비슷한 흐름속도를 유지시키기 힘들었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AG 

MP-1(200∼400 mesh)의 7(i.d.)×25 mm(h) 분리관이 Np과 Pu의 개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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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 다.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 않거나 약하게 흡착되는 U과 핵분열생성물

을 씻어서 제거하는 세척용액으로는 시료 용액의 산도와 동일한 8 M HNO3

을 사용하 으며, 시료를 분리관에 주입하고 나서 이 세척용액 10 mL를 분

리관에 흘려 넣음으로서 U과 핵분열생성물을 거의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었

다. Pu 용리액으로는 9 M HCl에 HI 또는 NH4I를 소량 혼합하여 사용하

다. 즉, 10 mL의 9 M HCl-0.1 M HI, 9 M HCl-0.05 M HI 및 9 M 

HCl-0.05 M NH4I를 분리관에 흘려 넣고 Pu의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 모두 

Pu 회수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시약의 제조가 간편하고  Pu

을 전착할 때 제거해야 하는 I-의 농도가 낮은 9 M HCl-0.05 M NH4I를 Pu 

용리액으로 결정하 다. 한편, Np의 용리액으로 1 M HCl, 0.5 M HCl, 0.5 

M HCl-0.01 M HF 및 0.5 M HNO3-0.001 M Ce
4+의 적합성을 비교 검토하

다. 이들 용액 모두 10 mL를 사용하면 Np을 정량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시약 제조와 취급이 간편한 0.5 M HCl을 Np 용리액으

로 결정하 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LiCl 용융염 시료 내의 Np및 Pu의 음

이온교환 분리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ㆍ 음이온교환 분리관: AG MP-1(200∼400 mesh), 7(i.d.)×25 mm(h)

  ㆍ 시료 용액 매질: 8 M HNO3

  ㆍ 산화수 조절: 0.5∼1 mL의 30% H2O2, 2∼5 일 방치

  ㆍ U과 핵분열생성물 세척용액: 8 M HNO3, 10 mL 

  ㆍ Pu 용리액: 9 M HCl-0.05 M NH4I, 10 mL

  ㆍ Np 용리액: 0.5 M HCl, 10 mL    

   (3) 분리 회수율 측정 및 정량 신뢰도 평가

본 연구에서 확립한 Np 및 Pu 음이온교환 분리방법의 재현성을 측정하

기 위해서, 3 mL의 100 mg LiCl/mL, 1 mL의 50 μg U/mL, 1 mL의 50 μg 

Cs/mL, 1 mL의 30 μg Mo/mL 그리고 1 mL의 핵분열생성물 혼합용액[20 μ

g Ce, 20 μg Nd, 34 μg Ba, 16 μg Sr, 20 μg Zr 및 각 10 μg의 (La, Gd, 

Eu, Sm, Pr, Cd, Y, Ru, Rh, Pd, Te)]에 0.10 mL의 15.4 μg 237Np/mL(1.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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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O3)과 0.244 mL의 0.3607 μg 
239Pu/mL(0.1 M HNO3)를 혼합시킨 모의 용

융염 용해용액 3 개를 제조하 다. 여기서 LiCl 용액, U 용액 및 각종 핵분

열생성물 원소 용액의 매질은 0.5 M HCl이었으며, 첨가한 237Np 및 239Pu의 

방사능은 각각 40 Bq 및 200 Bq에 해당된다. 이들 모의 용융염 용해용액을 

진한 질산으로 처리하고 백열등으로 증발 건조시켜 질산염으로 전환시킨 다

음, 잔사를 3 mL의 10 M HNO3으로 용해하 다. 계속해서 0.5 mL의 30% 

H2O2를 가하고 5 일간 방치시켜 Np 및 Pu의 산화수를 조절한 후, 확립한 분

리절차에 따라 Pu과 Np을 개별적으로 분리하 다. Pu 및 Np 용출액에서 2

0∼40 Bq에 상당하는 양을 취해서 진한 질산 1 mL를 가하고 백열등으로 증

발 건조시켜 요오드를 제거한 다음 본 연구를 통해 확립한 정량절차에 따라 

Pu 및 Np을 전착시켰으며 실제 용융염 시료의 매우 높은 방사선 준위를 고

려하여 가능한 한 소량의 시료를 취급해야 되므로 알파분광분석법으로 237Np

과 239Pu을 정량하 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Np과 Pu의 회수율은 

90% 정도로 나타났으며, 복잡한 분리과정, 전착과정, 알파분광분석 오차 등

을 고려할 때 재현성이 비교적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1-2. Recoveries of Np and Pu from simulated molten salt dissolved 

solution  

Sample number Recovery of 239Pu, % Recovery of 237Np, %

1 88 85

2 93 91

3 94 95

Average      92 90

RSD, %  3.3 5.6

  나. U, 241Am, 244Cm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기술 개발 

일반 화학실험실에서 취급이 가능한 비방사성 시료와는 달리 용융염과 

같은 방사성 시료를 대상으로 정량기술을 개발할 때에는 분석자의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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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과 방사성 폐액의 발생 정도를 미리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의 화학 반응식에 의하면 10 mg의 사용후핵

연료 산화물(U3O8)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원소(Ms)들이 약 100 mg의 용융염

에 용해된다. 

   [U3O8 + Ms] + 16 Li + LiCl (용융염) = 8 Li2O + 3 U↓ + [LiCl + Ms] 

위의 화학 반응식을 근거로 하여 통제된 방사선 차폐시설에서 분석자가 

취급할 수 있는 용융염 시료의 양을 100 mg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

방사성의 모의 용융염 용해용액을 제조하여 정량기술 개발과정에서 사용하

다. 650 ℃에서 용융염에 대한 성분원소들의 용해도 크기에 따라 용해되는 

성분원소들의 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0.5 M HCl에 비방사성의 LiCl와 일정량

의 핵분열생성물 원소(La, Ce, Pr, Nd, Sm, Eu, Gd, Y, Ba, Sr, Zr, Ru, Rh, 

Pd, Mo, Cd 및 Te) 그리고 U을 첨가하 으며 
241Am과 244Cm은 필요할 때 

첨가하여 사용하 다.   

   (1) 핵분열생성물 정량에 미치는 용융염 매질의 간섭효과 측정

10∼100 μL 정도의 적은 용액시료를 사용하여도 신뢰할 수 있는 분석 결

과를 얻을 수 있는 고온도로 원자흡수분광법(Graphite furnace AAS)으로 Cs

을 정량할 때 용융염 매질이 미치는 간섭효과를 측정하 다. 0.05 M HCl을 

바탕용액으로 하여 0.0∼20 μg/L 범위에서 Cs에 대한 검정곡선을 작성한 후 

10∼100 mg/L의 범위에서 LiCl의 농도를 변화시켜 제조한 Cs 용액(5 μg/L), 

10 μL를 원자화 장치(Graphite furnace) 안에 넣고 표 1-3과 같은 원자화과정

을 거쳐 얻어진 Cs의 흡광도 변화를 조사하 다. LiCl이 함유되어 있는 Cs 

용액을 사용하여 얻은 Cs의 흡광도 변화를 검정곡선위에 나타낸 그림 1-4에

서 살펴보면 LiCl이 함유되어 있는 시료의 경우 매우 낮은 정량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고온에서 LiCl이 분해하여 생긴 과량의 Cl 원자

와 Cs 원자가 재결합하여 CsCl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Cl 원자가 Cs의 원자

화를 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6, 1-7].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ICP-AES)으로 핵분열생성물과 같은 

금속원소를 정량할 때 용융염 매질이 미치는 간섭효과를 측정하 다. 0.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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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l을 바탕용액으로 하여 0.0∼5.0 μg/L 범위에서 핵분열생성물 원소 각각에 

대한 검정곡선을 작성한 후 0∼600 mM 범위에서 LiCl의 농도를 변화시켜 

만든 용액을 사용하여 핵분열생성물 원소들의 원자 방출 스펙트럼선( 또는 

이온 방출 스펙트럼선)의 세기를 측정하 다. 상대표준편차 5% 이하의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 0.2∼0.5 mg/L 범위에서 핵분열생성물 원소들의 방출 

스펙트럼선 세기를 기준으로 하여 LiCl을 첨가하여 얻은 핵분열생성물 원소

들의  방출 스펙트럼선 세기의 비를 나타낸 그림 1-5를 살펴보면 214.281 

nm 파장의 Te를 제외한 대부분 핵분열생성물 원소들의 이온 방출스펙트럼

선 세기가 LiCl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열적 평형상태에 있는 아르곤 플라스마 속에서 Li과 같이 

이온화 전위가 작은 금속원소가 이온화 되었을 때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서 과량의 전자(e-)가 핵분열생성물 원소들의 이온화를 억제하여 핵분열생성

물 원소들의 이온 방출스펙트럼선 세기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1-8]. 따라서 

용융염내 핵분열생성물을 정량할 때 LiCl의 사전 분리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Table 1-3. Atomization step for Cs analysis by graphite furnace AAS   

Phase Temp., ℃ Time, sec Ramp, ℃/sec Gas flow, L/min

Drying 120 25.0 20 0.2

Ashing 800 25.0 150 0.2

Atomizing 2700 3.0 0 off

Cleaning 2900 3.0 0 0.3

Cooling 0 10.0 0 off

   (2) 용융염 매질로부터 U, Am, Cm 및 핵분열생성물의 분리

    가) Cs 및 U의 개별분리

     1) Li 및 Cs의 용리거동 비교  

양이온교환수지에 대한 알칼리 금속원소의 분배계수 크기는 Li < Na 

< K < Rb < Cs과 같은 순서로 증가한다[1-9]. 용융염 시료에 공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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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원소들 중 매질인 Li과 분배계수 차이가 가장 작은 Cs의 분리, 회수조건

을 먼저 조사하 다[1-10]. 0.5 M HCl에서 양이온교환수지(Bio Rad AG 

50W-×8)에 대한 Li 및 Cs의 분배계수 비는 약 5.5이며 HCl의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작아진다. 따라서 과량의 LiCl로부터 Cs 및 공존 성분원소들

을 정량적으로 분리, 회수하기 위해서는 시료용액 뿐만 아니라 용리액으로 

사용하는 HCl 용액의 농도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분리에 사용할 수지로는 LiCl의 농도가 큰 용융염 용해용액을 시료로 

사용하는 분리과정에서 수지가 팽윤되거나 수축되어 분리관이 불안정해지

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리결합도가 큰 양이온교환수지(Bio Rad AG 

50W-×12)를 선택하 다. 금속이온에 대한 수지의 최대 흡착용량을 고려하

여 만든 분리관(충전부피: 0.9 mL, 안지름: 4 mm, 충전높이: 7.1 cm, 

SAMCO, U.S.A.)에 HCl의 농도를 0.5∼3 M 범위에서 조절한 모의 용융염 

용해용액(100 mg LiCl/3 mL 묽은 HCl)과 동일한 농도의 HCl 용리액을 1

4∼15분/mL의 흐름속도로 흘려 넣으면서 1 mL씩 분액분취한 다음 용출된 

Li과 Cs의 양을 불꽃원자흡수분광법으로 측정하 다.  

0.2∼3 M HCl에서 Li의 최대 용출점은 HCl의 농도와 관계없이 3 mL에

서 재현성 있게 나타났으나 HCl의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Li의 꼬리끌기 현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Li과 Cs의 분리능과 분리시간을 고려하여 약 12 

mL(시료용액 3 mL 포함) 이내에서 모든 LiCl를 제거할 수 있는 분리 조건

을 조사하고 대표적으로 0.5 M과 1.0 M HCl을 사용하여 얻은 Li과 Cs의 용

리곡선을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0.2 M HCl에서는 Li의 꼬리끌기가 18 mL

까지 나타났으며 Cs은 37 mL까지 용리액을 흘려 넣어도 용출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1 M HCl에서는 Li과 Cs의 용리곡선이 약간 겹치므로 본 연구에

서는 Li과 Cs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0.5 M HCl을  용리액으로 선택하

다. 참고로 이 분리조건에서 분리관에 흡착되는 Li의 양을 조사한 결과 Li의 

돌파점 곡선(breakthrough curve)으로부터 계산된 Li의 총괄 용량(overall 

capacity)은 6.02 μg(0.006%)으로서 0.5 M HCl 매질에서 거의 흡착되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2) 양이온교환수지 분리관 규격 최적화

15 mL(시료용액 3 mL 포함)의 0.5 M HCl을 용리액으로 사용하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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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Effect of HCl on elution of Li and Cs. Column; AG 50WX12, 
200-400 mesh, bed height: 7.1 cm, I.D.: 4 mm. Sample; 25 µg of Cs, 
100 mg of LiCl, 5 µg of U and trace amounts of fission product 
elements in 3 mL of 0.5 M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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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의 LiCl으로부터 Cs을 완전히 분리, 제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Cs은 약 

30 mL부터 용출되기 시작하므로 실제 방사성 시료를 사용할 경우 과다한 

용리액 사용으로 방사성 폐액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분리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분석자의 방사선 피폭량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분리시

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양이온교환수지의 충전부피를 3∼7 cm로 변화시켜 

가면서 Li과 Cs의 용리거동을 조사하 다. 그림 1-7에 나타낸 Li과 Cs의 용

리곡선을 비교해 보면 양이온교환수지의 충전부피를 5 cm로 조절하는 것이 

분리시간의 단축과 Li과 Cs의 분리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

한 이 분리조건에서 공존 핵분열생성물 원소들의 용리거동에 관한 예비 분

리실험을 수행한 결과 그림 1-8에서와 같이 Li과 함께 Mo, Cd, Ru, Rh 및 

Pd이 15 mL(시료용액 3 mL 포함)의 0.5 M HCl로 용리됨을 알 수 있었다. 

     3) Cs의 정량적 분리를 위한 시료의 부피 및 LiCl의 최대 허용량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의 방사선적 안전도를 고려하여 LiCl 용융염 시료

의 양을 100 mg으로 정하 으나, 미량 함유되어 있을 핵분열생성물의 정량

을 고려하여 앞에서 최적화된 분리조건(분리관 크기 및 HCl 농도)에서 Cs의 

정량적 분리가 가능한 LiCl 용융염 시료의 최대 허용량을 조사하 다. LiCl

의 농도가 0.786 M인 0.5 M HCl 용액을 3, 4, 5 및 6 mL 통과시켜 얻어진 

Li과 Cs의 용리곡선 변화를 그림 1-9에 나타내었다. 시료의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Li에 의한 꼬리끌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Cs의 돌파점 

부피(breakthrough volume)도 감소하고 있어서(각각 21, 20, 19 및 16 mL) 

LiCl의 양과 시료부피의 변화가 Cs 분리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본 실험에서는 LiCl로부터 Cs 및 공존 성분원소의 분리에 적합한 용융염 

용해용액 시료의 양을 100 mg/3 mL∼150 mg/5 mL(0.789 M LiCl) 범위로 

결정하 다. 

     4) Cs 및 U의 개별분리

일련의 예비실험에서 100 mg의 LiCl을 0.5 M HCl 15 mL(시료 용액 3 

mL 포함)로 제거한 후 HCl의 농도가 서로 다른 용리액을 통과시켜 가면서 

Cs과의 분배계수 비가 가장 작은 U의 용리거동을 조사하 다. 0.6∼1.0 M 

사이에서 HCl의 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얻은 Cs과 U의 용리곡선을 그림 

1-10에 나타내었다. 용리곡선을 비교해 보면 HCl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Cs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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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Elution behaviour of Li and Cs on different bed heights of cation
exchange resin column. Column; I.D.: 4 mm. Eluent; 0.5 M HCl.  Sample; 
25 µg of Cs, 100 mg of LiCl, 5 µg of U, trace amounts of fission product 
elements in 3 mL of 0.5 M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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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Elution behaviour of Mo, Ru, Rh, Pd, Cd, Se and Te at elution 
stage of Li. Column; AG 50WX12, 200-400 mesh, bed height: 5 cm, I.D.: 
4 mm. Sample 25 µg of Cs, 100 mg of LiCl, 5 µg of U and 5 µg of each 
fission product elements in 3 mL 0.5 M HCl.

- 48 -



0 5 10 15 20 25 30 35
0

1000

2000

3000

4000

5000
 Li

Elution volume, mL

C
s 

in
 e

ffl
ue

nt
, µ

g/
m

L

 

 

Li
 in

 e
ffl

ue
nt

, µ
g/

m
L

0 5 10 15 20 25 30 35
0

2

4

6

 Cs

 

 

 

0 5 10 15 20 25 30 35
0

1000

2000

3000

4000

5000

LiCl=203 mg
 

  

 

0 5 10 15 20 25 30 35
0

2

4

6

 

  

 

0 5 10 15 20 25 30 35
0

1000

2000

3000

4000

5000

  

 

 

0 5 10 15 20 25 30 35
0

2

4

6

  

 

 

0 5 10 15 20 25 30 35
0

1000

2000

3000

4000

5000

 

 

 

 

0 5 10 15 20 25 30 35
0

2

4

6
LiCl=162 mg

LiCl=132 mgLiCl=100 mg

 

 

 

 

Fig. 1-9. Effect of Li on elution of Cs. Columm; AG 50WX12, 200-400 
mesh, bed height: 5 cm, I.D.: 4 mm. Sample; 25 µg of Cs, 5 µg of U 
and trace amounts of fission product elements and different amounts 
of LiCl in 3 mL of 0.5 M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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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0. Elution behaviour of Cs and U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HCl. 
Column; AG 50WX12, 200-400 mesh, bed height: 5 cm, I.D.: 4 mm.  
Sample; 25 µg of Cs, 5 µg of U, 100 mg of LiCl and trace amounts of 
fission product elements in 3 mL of 0.5 M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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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의 분배비가 감소하 으며 15 mL의 0.5 M HCl으로 LiCl을 제거한 후 18 

mL의 0.6 M HCl을 흘려 넣으면 U으로부터 Cs을 정량적으로 분리할 수 있

었다. 한편, U의 양을 10∼100 μg 범위에서 변화시켜 가면서 25 μg의 Cs과 

U의 상호 분리에 미치는 U의 향을 조사하고 결과를 그림 1-11에 나타내

었다. U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Cs의 용리곡선과 겹쳐지는 현상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서 50 μg 이상의 U이 공존하면 주어진 분리조건에서 Cs과의 상호 

분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5 μg 이하(0.025% U/용융염 시료)

에서는 Cs과 U의 정량적인 상호분리가 가능하 으며 100 μg의 U이 공존하

을 때 분리, 회수된 Cs 용액에는 12.8 μg의 U이 함유되어 있었다.  

Cs을 분리, 회수한 후 U을 공존 핵분열생성물 원소들로부터 분리하기 위

하여 HCl의 농도를 1∼3 M 범위에서 변화시켜 가면서 공존 핵분열생성물원

소 중 U과 분배계수 비가 가장 작은 Sr의 용리거동을 조사하 다. 그림 

1-12에 나타낸 U 및 Sr의 용리곡선에 의하면 LiCl(0.5 M HCl 15 mL)과 

Cs(0.6 M HCl 18 mL)을 분리한 후 10 mL의 1.5 M HCl을 분리관에 흘려 

넣으면 U(5 μg)과 Sr(8 μg)의 상호분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Sr 

분리에 미치는 U의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8 μg의 Sr을 대상으로 U의 양

을 변화시켜가면서 용리곡선을 얻고 그림 1-13에 나타내었다. Cs과 U의 상

호 분리가 가능한 U의 허용량은 25 μg이었으며 이 결과로부터 그림 1-14에

서와 같이 15 mL의 0.5 M HCl으로 LiCl과 Mo, Cd, Ru, Rh 및 Pd을 용리

시킨 후 18 mL의 0.6 M HCl으로 Cs을 회수하고 10 mL의 1.5 M HCl으로 

U을 정량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다.      

    나) Am, Cm 및 Ba, Sr, La, Ce, Pr, Nd, Sm, Eu, Gd, Y, Zr 분리 

용융염 용해용액으로부터 LiCl과 Cs을 분리한 후 6 M HCl을 사용하여 

U, Am, Cm 및 핵분열생성물 원소(Ba, Sr, La, Ce, Pr, Nd, Sm, Eu, Gd, Y, 

Zr)들을 동시에 분리, 회수할 수 있다(그림 1-15 참조). 그러나 HDEHP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로 Am과 Cm을 군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Zr의 일부가 0.05 

M DTPA/0.5 M Lactic acid(pH 3.0)에 의해 Am 및 Cm과 함께 분리되어 

알파분광분석을 위한 전착과정에서 함께 전착됨으로서 Am과 Cm의 정량을 

방해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양이온교환수지 분리과정에서 Zr을 미리 분리시키기 위하여 LiC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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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 Effect of U on elution of Cs. Column; AG 50WX1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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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2. Elution behaviour of U and Sr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HCl. Column; AG 50WX12, 200-400 mesh, bed height: 5 cm, I.D.: 
4 mm. Sample; 25 µg of Cs, 5 µg of U, 100 mg of LiCl and trace 
amounts of fission product elements in 3 mL of 0.5 M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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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3. Elution behaviour of Sr in different concentrations of U in 1.5 M HCl. 

- 54 -



0 10 20 30 40 50 60
0

1000

2000

3000

4000

5000

SrU

Cs
C

s,
 U

 a
nd

 S
r, 

µg
/m

L

Elution volume, mL

 

 

Li
 in

 e
ffl

ue
nt

, µ
g/

m
L

Elution volume, mL

15 20 25 30 35 40 45 50 55
0

1

2

3

4

5

  

 

 

Fig. 1-14. Chromatograms of Li, Cs, U and Sr. Column; AG 50W X12, 
200-400 mesh, bed height: 5 cm, I.D.: 4 mm. Sample; 25 µg of Cs, 100 
mg of LiCl, 25  µg of U and trace amounts of fission product elements in 
3 mL of 0.5 M HCl. Eluent; Li: 0.5 M HCl(15 mL), Cs: 0.6 M HCl(18 mL), 
U and Sr: 1.5 M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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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5. Cation exchange separation of fission product elements and 
U by stepwise elution with dil-HCl. Colume; AG 50WX12, 200-400 mesh, 
bed height: 5 cm, I.D.: 4 mm. Sample; 100 mg of LiCl, 25 µg of Cs,  25 
µg of U, 25 µg of Cs and trace amounts of fission product elements in 3 
mL of 0.5 M HCl. Eluent; Li: 15 mL of 0.5 M HCl, Cs: 18 mL of 0.6 M 
HCl, Fisson product elements and U; 15 mL of 6 M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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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에 15 μg의 Zr과 일정량의 핵분열생성물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 0.5 M 

HCl 모의 용액 3 mL를 분리관에 흘려 넣어 Cs과 U을 분리시킨 후 Zr과 착

물을 잘 형성하는 oxalic acid[1-11]의 0.1 M HCl 용액을 흘려 넣으면 Zr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었다. 그림 1-16에 나타낸 Zr 용리곡선을 보면 2 

mL의 0.02 M oxalic acid/0.1 M HCl으로 Zr을 정량적으로 분리, 회수할 수 

있었으며 이 단계에서 용리되지 않는 Ba, Sr, La, Ce, Pr, Nd, Sm, Eu, Gd, 

Y, Am 및 Cm은 그림 1-17에서와 같이 순차적으로 LiCl, Cs, U 및 Zr을 분

리, 회수한 후 6 M HCl을 사용하여 군으로 분리할 수 있었다. 

Am 및 Cm 분리과정에서 함께 분리되면 241Am과 244Cm의 알파분광분석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Ba 및 Sr, 특히 화학특성이 Am 및 Cm과 매우 유

사한 La, Ce, Pr, Nd, Sm, Eu, Gd 및 Y의 분리 조건을 조사하 다. 음이온

교환수지법에 의한 Pu 및 Np 분리, 그리고 양이온교환수지법에 의한 분리과

정을 통하여 Ba, Sr, 및 La, Ce, Pr, Nd, Sm, Eu, Gd 및 Y과 함께 분리되는 

Am과 Cm을 선택적으로 분리, 회수하기 위하여 di(2-ethylhexyl) phosphoric 

acid(HDEHP)와  Amberlite XAD 16 다공성 수지를 각각 유기 추출제와 지

지체로 사용하여 유기용매 거름법[1-12]에 따라 HDEHP/XAD- XVI 침윤수

지(2 mmole HDEHP/g)를 제조하고 폴리에틸렌 재질의 피펫(SAMCO, 

U.S.A, 안지름: 4 mm)에 충전시켜 만든 분리관을 사용하여 이들의 용리거동

을 조사하 다. 그림 1-18에 나타낸 결과에서와 같이 0.1 M HNO3으로 전처

리된 HDEHP/XAD-XVI 분리관(안지름: 4 mm, 충전 양: 350 mg, 충전부피: 

0.63 mL, 충전높이: 48 mm)에 0.1 M HNO3 매질의 시료용액을 흘려 넣은 

후 0.1 M HNO3으로 Ba과 Sr을, pH 3으로 조절한 0.05 M DTPA/0.5 M 

Lactic acid로 Am과 Cm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6 M HNO3으로 La, Ce, Pr, 

Nd, Sm, Eu, Gd 및 Y을 순차적으로 분리, 회수할 수 있었다. 

    다) Mo, Cd, Ru, Rh 및 Pd 분리

양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서 LiCl과 함께 분리된 Mo, Cd, Ru, Rh 및 Pd

이 HCl 매질에서 안정한 음전하의 염화착물을 형성하므로[1-13, 1-14] 음이

온교환수지를 사용하여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Li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조

건을 조사하 다.  

Mo, Cd, Ru, Rh 및 Pd이 각각 5 μg 함유되어 있는 시료용액(3 m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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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6. Elution behaviour of Zr on cation exchange resin column. 
Column: AG 50WX12, 200-400 mesh, ID: 4 mm, H: 50 mm). Eluent; 
0.02 M oxalic acid/0.1 M HCl. Sample; amount of Zr: 15 µ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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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7. Separation of U and fission product elements from LiCl. 
Column; AG 50WX12(200-400 mesh), bed height: 50 mm, ID: 4 mm. 
Sample: 3 mL of 0.5 M HCl including 100 mg of LiCl and trace amounts 
of fission product elements. Eluent: 15 mL of 0.5 M HCl (Li), 18 mL of 0.6 
M HCl (Cs), 10 mL of 1.5 M HCl (U), 2 mL of 0.1 M HCl + 4 mL of 0.1 M 
HC/0.02 M oxalic + 2 mL of 0.1 M HCl (Zr) and 15 mL of 6 M HCl (Ba, Sr, 
REE,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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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8. Elution behaviour of fission products on HDEHPA/XAD-
XVI  extraction chromatographic resin column. Column; 350 mg of 2 
mmole HDEHP/g of HDEHP/XAD-XVI, I.D.: 4 mm, bed volume: 
0.63 mL, bed height: 48 mm. Elution; sampleL 2 mL, 0.1 M HNO3: 3 
mL, 0.001 M HNO3: 2 mL, 0.05 DTPA in 0.5 M lactic acid: 5 mL, 6 
M HNO3: 5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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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l 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AG 1×8, 200∼400 

mesh, 안지름: 4 mm, 충전높이: 10 mm)에 넣은 후 시료용액과 같은 농도의 

HCl을 10 mL 흘려 넣은 다음 10 mL의 진한 HCl(10.17 M)을 흘려 넣었다. 

1 mL씩 분액분취하고 용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Mo, Cd, Ru, Rh 및 Pd의 양

을 ICP-AES로 측정하 다. 그림 1-19에 나타낸 용리곡선에 의하면 2 M 

HCl으로는 Rh, Ru, Mo과 Te 일부가 용리되었으며 3 M 이상의 HCl으로는 

Rh만 용리되었다.  

3.5 M HCl으로 전처리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서 Li의 용리거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Li의 농도가 다른 2 mL의 3.5 M HCl을 분리관에 넣고 계

속해서 3.5 M HCl을 흘려 넣으면서 1 mL 씩 분액분취한 후 용출액에 함유

되어 있는 Li의 양을 불꽃 원자방출분광분석기로 측정하 다. 그림 1-20에 

나타낸 결과를 살펴보면 Li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리액(3.5 M HCl)의 

양은 7 mL(시료용액 2 mL 포함)가 적당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그림 1-19

에 나타낸 바와 같이 3 M 및 4 M HCl을 10 mL 흘려 넣은 후 10 mL의 진

한 HCl(10.17 M)을 통과시켜 얻은 용리곡선 중 특히 Mo의 꼬리끌기가 심하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Mo이 9∼12 M HCl 매질에서 음이온교환수

지에 매우 세게 흡착되는 MoO2Cl3
-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Mo이 HNO3 매질

에서 음이온교환수지에 잘 흡착되지 않는 특성을 이용하여[1-15] HNO3의 농

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용리거동을 조사한 후 참고로 10 M HNO3에 의한 용

리곡선을 그림 1-21에 나타내었다. 진한 HCl과 10 M HNO3를 사용하여 얻

은 용리곡선을 비교해 보면 10 M HNO3을 용리액으로 사용하면 꼬리끌기 

현상도 감소하고 적어도 7 mL 이내에서 Mo, Cd, Ru 및 Pd을 군으로 분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Pu과 함께 연구대상의 모든 성분원소들에 대한 분리 회수율을 측

정한 결과 Ru의 회수율이 작게 나타났다. 그 결과는 Pu 분리를 위하여 시료

용액의 매질을 HNO3으로 바꾸는 전처리과정에서 상당량의 Ru이 RuO4로 휘

발하 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1-16]. 또한 Pd 정량결과도 재현성이 없었으

므로(상대표준편차: > 5%) 본 연구에서는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는 재현성이 

있는 정량결과를 얻을 수 있는 Mo과 Cd만 분리, 회수하는 것이 적합하 다.  

    Ru, Rh 및 Pd을 분리하기 위하여 매우 묽은 HCl 매질에서 Ru, Rh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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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9. Elution behaviour of Ru, Rh, Mo, Te, Pd and Cd  in 
different concentrations of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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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0. Elution behaviour of Li on anion exchange resin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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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1. Elution behaviour of fission product elements with conc. 
HCl and 10 M HNO3 on anion exchange resin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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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이 음전하를 띤 착물을 형성하고[1-14] Li이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양이온교환수지법으로 0.01∼0.3 M 범위에서 HCl의 농도를 변화시

켜 가면서 이들의 용리거동을 조사하 다. 대표적으로 Li으로부터 Ru, Rh, 

Pd의 분리가 적합한 용리곡선을 그림 1-22에 나타내었으며 안지름 9 mm 

및 충전높이 50 mm의 양이온교환수지 분리관을 사용하면 5 mL(시료용액 2 

mL 포함)의 0.2 M HCl으로 100 mg의 LiCl로부터 Ru, Rh 및 Pd을 군으로 

분리, 회수할 수 있었다.       

   (3) 분리 회수율 측정 및 정량 신뢰도 평가 

100mg의 LiCl과 미량의 공존 성분원소(241Am 및 244Cm 포함)가 함유되어 

있는 8 M HNO3 매질의 시료용액을 준비하 다. 그림 1-23에서와 같이 음이

온교환수지법으로 Pu과 Np을 분리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성분 원소들

을 순차적으로 개별 또는 군으로 분리한 후 Am 및 Cm은 전착한 다음 알파

분광법으로 Cs은 불꽃원자방출분광법으로 그리고 Ba, Sr, Zr, Mo, Cd, Ru, 

Rh, Pd, La, Ce, Pr, Nd, Sm, Eu, Gd 및 Y은 방사성 시료 분석이 가능하도

록 특수하게 제작한 ICP-AES/차폐 시스템[1-17]으로 정량하 다. Am 및 

Cm은 분리한 후 표 1-4와 같은 전착효율을 갖는 전착과정을 거쳐서 알파분

광분석법으로 정량하 다. Pu과 Np을 제외한 연구대상의 모든 성분원소들을 

3 회 정량하여 얻은 결과를 표 1-5 및 1-6에 나타내었다. 회수율이 92%인 

Am을 제외한 모든 성분원소들의 회수율은 96.0∼101.0% 범위 으며 상대표

준편차 0.11∼3.82% 범위에서 정량이 가능하 다. 

  다. 
99Tc 정량 기술 개발

   (1) Tc 분리를 위한 산화수 조절

U의 핵분열에 의해 생성된 Ru은 사용후핵연료에 합금 상태로 존재한다

[1-18]. 사용후핵연료를 650 ℃의 Li/LiCl 용융염과 반응시키면 일부 Ru은 

염화물을 형성하여 용해될 것이다. 이러한 용융염 시료를 진한 염산에 용해

시키면 Ru은 클로로착물을 형성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Ru의 정확한 산화상

태와 화학종들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잘 알려진 

Ru의 염화물인 K3RuCl6, (NH4)2RuCl6 및 수용성 RuCl3를 대상으로 Ru을 음

이온교환수지에 잘 흡착되지 않는 산화상태로 조절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



Fig. 1-22. Elution behaviour of Mo, Ru, Rh, Pd, Cd, Li on cation exchange 
resin column in 0.2 M HCl. Column; AG 50WX8, 200-400 mesh, ID: 9 mm, 
H: 50 mm, bed volume: 3 mL. Sample; 2 mL of 0.2 M HCl, LiCl: 10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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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3. Separation procedure of  actinides and fission products  from  molten 
salt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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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 앞의 2 가지 화합물의 산화상태는 각각 +3과 

+4로서 수용액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Ru 산화상태이며 주로 착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수용성 RuCl3는 화학식을 RuCl3․xH2O로도 표현하는 Ru(IV) 산

화상태에 가까운 착물이다. 

Table 1-4. Electrodeposition yields of 
241Am and 244Cm under different 

sample conditions 

Sample 

241
Am

244
Cm

Added, Bq Found, Bq Recovery, % Added, Bq Found, Bq Recovery, %

1 8.34 7.52 90.2 13.66 13.28 97.2

2 8.34 7.88 95.5 13.66 13.37 97.9

3 8.34 7.47 89.6 13.66 13.55 99.2

4 8.34 7.65 91.7 - - -

AV. 91.8±2.7 98.1±1.0

5 12.51 11.50 91.9 8.24 8.29 100.6

6 12.51 11.27 90.1 8.24 8.15 98.9

7 12.51 11.30 88.7 8.24 8.26 100.2

8 12.51 11.01 88.0 8.24 8.05 97.7

AV. 89.7±1.7 99.4±1.3

9 12.51 11.95 95.5 8.24 8.15 98.9

10 12.51 11.57 92.5 8.24 8.29 100.6

11 12.51 11.59 92.6 8.24 8.30 100.8

AV. 93.5±1.7 100.1±1.0

Total 91.5±2.5 99.2±1.3

 a) Sample 1∼4; 0.1 M NaHSO4-0.5 M Na2SO4/individual electrodeposition of a        

nuclide 

 b) Sample 5∼8; dissociation of DTPA-Lactic acid with H2SO4, HNO3 and HClO4/    

individual electrodeposition of a nuclide  

 c)  Sample 9∼11; dissociation of DTPA-Lactic acid with H2SO4, HNO3 and HClO4/simul-

taneous electrodeposition of nucl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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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Recovery of fission product elements in simulated molten salt 

dissolved solutions 

Element Added., μg
Found, μg

AV, % RSD, %
1 2 3

Mo 30.0
29.1 30.0 29.2

98.1 1.68
97.0 100.0 97.3

Cd 10.7
10.7 10.3 10.7

98.8 2.16
100.0 96.3 100.0

La 10.9
11.0 11.1 10.8

100.6 1.34
100.9 101.8 99.1

Gd 10.7
11.0 10.3 10.3

98.5 3.81
102.8 96.3 96.3

Zr 20.0
20.0 20.0 20.2

100.3 0.58
100.0 100.0 101.0

Y 10.8
11.0 10.3 10.9

99.4 3.52
101.9 95.4 100.9

Eu 10.8
11.0 11.0 10.6

100.6 2.18
101.9 101.9 98.1

U 50.8
51.9 51.2 51.4

101.4 0.73
102.2 100.8 101.1

Sr 19.5
19.4 19.3 19.1

99.0 0.93
99.5 99.5 97.9

Ce 20.2
19.8 19.6 20.1

98.2 1.28
98.0 97.0 99.5

Pr 12.0
11.8 12.2 11.9

99.7 1.76
98.3 101.7 99.2

Nd 21.0
21.6 20.1 20.4

98.6 3.87
102.9 95.7 97.1

Sm 10.8
10.6 10.4 10.2

96.3 1.92
98.1 96.3 94.4

Ba 38.0
38.2 38.8 38.2

101.0 0.91
100.5 102.1 100.5

Cs 50.6
50.2 49.5 49.5

98.3 0.82
99.2 97.8 97.8

Ru 10.2
9.9 9.8 10.1.

97.4 1.51
97.1 96.1 99.0

Pd 10.2
10.1 10.1 9.9

98.9 0.11
99.0 99.0 98.8

Rh 10.7
10.3 10.2 10.3

96.0 0.60
96.3 95.3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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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Recovery of 241Am and 244Cm in simulated molten salt 

dissolved solutions 

Sample 

241Am, Bq 244Cm, Bq

Added Found Recovery, % Added Found Recovery, %

1

115.6 

106.4
92.0

(RSD; 2.20)
808.6

796.3
96.9

(RSD; 1.80)
2 104.0 787.0

3 108.7 768.5

그림 1-24,(1), (2), (3)은 각각 0.05 M HCl에 (NH4)2RuCl6, RuCl3 또는 

K3RuCl6을 녹인 용액들의 흡수스펙트럼이며, 그림 1-24,(4)는 이들 용액에 3 

mM의 하이포염소산 나트륨(NaOCl)을 가하고 5 분 후에 측정한 흡수스펙트

럼이다. 3 가지 Ru 화합물들이 다른 클로로착물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들이 서로 다르지만 이들 용액을 하이포염소산 나트륨으로 처리하

면 같은 모양의 흡수스펙트럼이 얻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이포염소산 나

트륨으로 처리된 용액의 흡수스펙트럼에서 310 nm의 폭이 좁고 강한 흡수피

크는 문헌에 제시된 RuO4 흡수스펙트럼과 일치하지만 385 nm 부근에서는 

문헌과 차이를 보 다[1-19]. 이 차이는 용액 중의 염화이온과 잔여 하이포

염소산의 빛 흡수 때문이며, 바탕선을 보정하면 문헌에 제시된 RuO4 흡수스

펙트럼과 동일하게 385 nm 부근에 폭이 넓고 약한 흡수피크가 뚜렷하게 나

타났다. 한편, 산도가 낮은 산성 용액에서 RuO4는 낮은 산화상태로 천천히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RuO4
- 또는 RuO4

2-로 전

환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1-20]. RuO4
-도 315 nm와 385 nm에서 강한 흡수

피크를 나타내기 때문에 흡수스펙트럼만으로는 RuO4와 RuO4
-를 구별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그림 1-24(4)의 310 nm 피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 

하루 후에는 74% 정도가 감소하 으며, 이것으로부터 하이포염소산 나트륨

으로 처리된 용액에서 Ru은 휘발성이 큰 RuO4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하이포염소산 나트륨으로 처리된 용액의 Ru 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

라 현저하게 감소하 으며, Ru-하이포염소산 나트륨 반응용기 뚜껑의 안쪽 

표면이 검게 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용액에서 Ru이 틀림없이 Ru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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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4. Absorption spectra of Ru-chlorocomplexes and RuO4 in 
0.05 M HCl; (1) 0.3 mM (NH4)2RuCl6, (2) 0.3 mM RuCl3, (3) 0.3 mM
K3RuCl6, (4) 0.3 mM RuO4, (5) 0.3 mM Ru(III) (a mixture of neurtal
and cationic chloro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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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존재하고 이것이 휘발되면서 분해되어 미세 입자의 RuO2를 형성하는 것

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0.05 M HCl에서 +3과 +4가 Ru의 여러 

가지 클로로착물들은 하이포염소산에 의해 즉시 산화되어 다 같이 RuO4로 

전환되고, 이어서 RuO4의 대부분은 휘발되고 일부는 RuO4
2-와 RuO4

-로 용액

에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헌에 따르면 RuO4는 알코올을 산화시키며, 알코올이 함유된 염산 용액

에서 환원되어 RuCl3, RuCl4, RuOHCl3 등의 화학종으로 전환된다[1-20]. 이

러한 RuO4의 특성을 고려하여 RuO4를 중성 또는 양전하를 띤 낮은 산화상

태의 Ru의 클로로착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이포염소산 나트륨으로 처리

한 Ru 용액에 에탄올을 반응시켜 보았다. 그림 1-24,(5)는 (NH4)2RuCl6, 

RuCl3 또는 K3RuCl6가 하이포염소산에 의해서 RuO4로 산화된 다음 에탄올

에 의해서 낮은 산화상태의 Ru으로 환원되는 것을 보여주는 흡수스펙트럼이

다. 에탄올에 의한 RuO4의 환원에서 생성된 Ru 화학종이 빛을 흡수함으로써 

320 nm 부근의 폭이 넓은 흡수피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흡수피크의 최대 

흡수파장이 320 nm이고 RuO4의 흡수피크에 비해서 흡광도가 크게 낮은 것

으로 보아서 RuCl2
+
 또는 RuCl

2+이거나 이들의 혼합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1-19, 1-21].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Ru의 묽은 염산 용액에 하이포염소산 나

트륨과 에탄올을 차례로 가하면 용액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Ru이 음이온교

환수지에 흡착되지 않는 RuCl3, RuCl2
+
 또는 RuCl

2+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이온교환법이나 추출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방해 원소들로부터 Tc

을 분리하려면 방해 원소들은 흡착되지 않거나 약하게 흡착되는 화학종으로 

전환시키는 반면 Tc은 잘 흡착되는 TcO4
-로 조절되도록 해야 된다. 약한 산

성이나 염기성 용액에서 하이포염소산 나트륨을 사용하면 낮은 산화상태의 

Tc이 TcO4
-로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NH4TcO4의 8 

M HCl을 40 일간 방치하여 TcCl6
2-의 용액을 제조하 으며, TcCl6

2-의 0.05 

M HCl에 하이포염소산 나트륨 용액을 가하면 즉시 TcO4
-로 조절되고(그림 

1-25 참조), 여기에 에탄올을 반응시켜도 TcO4
-가 안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LiCl 용융염의 묽은 염산 용액에 하이포염소산 나트륨과 

에탄올을 차례로 가하면 Ru은 RuCl3, RuCl2
+
 또는 RuCl

2+로 전환되고 T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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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O4
-로 조절되기 때문에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을 이용해서 Ru으로부터 

Tc을 분리할 수 있게 된다.

   (2) 용융염 매질 및 공존 성분원소로부터 Tc의 분리

99Tc는 저에너지의 순수한 β-핵종이므로 99Tc 정량분석에 β-선 계측법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β-선 계측법으로 LiCl 용융염 중

의 99Tc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β-핵종들은 물론이거니와 α-/γ-핵종들도 

완전히 제거하고 Tc만을 순수하게 분리해야 된다. 용융염에는 90Sr, 134Cs, 

137Cs, 125Sb, 93Zr, 106Ru, 106Rh 및 90Y 등의 란탄족 원소들의 핵종들이 주요 β

-핵종으로 들어있으며, 주성분에 해당되는 U을 비롯하여 Np, Pu 및 Am과 

같은 α-핵종들이 99Tc보다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β-선 계측에 의

해 99Tc을 정량할 수 있을 정도로 Tc을 순수하게 분리하기 매우 어렵다. 사

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106Ru 방사능 양은 99Tc의 46 배 정도 되므로 

이들의 상호분리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99Tc를 액체섬

광계수법으로 정량하기 위해서는 Ru을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다. Tc과 Ru의 

분리에 증류법, 침전법, 용매추출법 및 음이온교환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정

한 분리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음이온교환법이 많이 쓰인다. AG 1×8과 같

은 음이온교환수지가 많이 이용되며, Amberchrom CG 71에 4 차 아민

(aliphatic quaternary amine)을 흡착시킨 Tc 선택성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수

지도 이용되고 있다[1-22]. 시료를 묽은 염산 또는 질산 용액으로 만든 다음 

음이온교환수지에 통과시키면 Tc은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만 대부분의 

다른 핵종들은 흡착되지 않거나 약하게 흡착되므로 방해 핵종들을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다.   

Ru, Tc 및 LiCl이 함유되어 있는 0.05 M HCl의 모의 용융염 용해 용액

에 하이포염소산 나트륨과 에탄올을 가해서 산화수를 조절한 다음 AG 

1×8(200∼400 mesh) 음이온교환수지를 7(i.d)×30 mm 크기로 채운 분리관 

또는 TEVA․spec(100∼200 mesh) 수지를 7(i.d.)×60 mm 크기로 채운 분리

관에 주입하고, 1.0 M HNO3(Ru 세척용액)과 10 M HNO3(TcO4
- 용리액)을 

차례로 통과시키면서 용출액의 Ru은 ICP-AES로 측정하 으며, Tc은 액체

섬광계수기로 측정하 다. TEVA․spec 분리관의 수지 높이는 중력에 의한 

자연적인 흐름속도를 고려하여 AG 1×8의 경우보다 높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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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AG 1×8 분리관에 시료 용액이 주입되는 

순간부터 1 mL의 1.0 M HNO3으로 세척될 때까지 98% 정도의 Ru이 빠져

나왔으며, 나머지는 9 mL의 1.0 M HNO3에 의해서 거의 전부 용출되었다. 

Tc은 5 mL 정도의 10 M HNO3에 의해 거의 완전히 용리, 회수되었다. 그림 

1-27는 TEVA․spec 분리관에서 Ru과 Tc의 크로마토그램이며, AG 1×8 분

리관(그림 1-26 참조)에서 Ru과 Tc의 분리거동과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

다. TEVA․spec 수지는 Amberlite XAD-7 수지에 4차 아민을 흡착시킨 추

출크로마토그래피 수지로서 음이온교환 반응에 의해서 이온들의 분리가 이

루어지므로 Ru과 Tc에 대한 흡착 및 탈착 특성이 음이온교환수지의 경우와 

비슷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Ru과 Tc의 산화수 조절 및 분리절차 최적화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Tc의 음이온교환 분리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ㆍ 분리관: AG 1×8(200∼400 mesh), 7(i.d.)×30 mm(h)

               또는 TEVA․spec(100∼200 mesh), 7(i.d.)×60 mm(h)

   ㆍ 시료 용액 매질: 0.05 M HCl

   ㆍ 산화수 조절: 한 방울의 5% NaOCl, 한 방울의 95% C2H5OH

   ㆍ Ru 세척용액:  1.0 M HNO3, 10 mL 

   ㆍ Tc 용리액: 10 M HNO3, 10 mL 

   (3) 분리 회수율 측정 및 신뢰도 평가

Ru과 Tc의 음이온교환 분리 재현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1.70 nCi 

99Tc/mL, 0.30 μg Ru/mL 및 10 mg LiCl/mL의 0.05 M HCl 4.0 mL에 

NaOCl 용액과 에탄올을 가해서 TcO4
-로 조절한 다음 0.5 mL를 취해서 분

리관에 흘려 넣었다. 계속해서 1.0 M HNO3 10 mL로  Ru을 세척, 제거하고 

10 M HNO3 10 mL로 Tc을 용리시켰으며, 용리액 1.0 mL를 섬광제에 가한 

후 액체섬광계수기로 계측하 다. 수지에 따라 같은 실험을 2 회씩 더 수행

하 으며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AG 1×8 및 TEVA․spec 분리관에서 

Tc의 회수율은 각각 100.6±2.3%와 100.6±1.2% 으며, 회수 재현성이 매우 

우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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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6. Separation of Tc from Ru on anion exchange resin column; 
bed: 7(i.d.) x30 mm, resin: AG 1x8(200-400 mesh), loaded amounts: 30 
µg Ru and 3.4 nCi 99Tc in 2.0 mL of 0.05 M HCl, wash solution: 10 mL of 
1.0 M HNO3, eluent: 10 mL of 10 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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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7. Separation of Tc from Ru on a technetium specific resin column; 
bed: 7(i.d.)x60 cm; resin: TEVA.spec(100-200 mesh); loading amounts: 6.0 
µg Ru and 3.4 nCi 99Tc in 2.0 mL of 0.05 M HCl, wash solution: 10 mL of 
1.0 M HNO3, eluent: 10 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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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Determination of 99Tc in simulated molten salt dissolved 

solution 

Sample number
Amount of 99Tc, nCi/mL

AG 1×8 TEVA․spec

 1 1.75 1.73

2 1.68 1.71   

3 1.72   1.69    

Average 1.71  1.71 

Std. dev. 0.04   0.02   

Recovery, % 100.6 100.6

RSD, % 2.3 1.2

  

 3. 사용후핵연료(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 내 성분원소 정량기술 개발

  가. 사용후핵연료 내 237Np 정량기술개발 

   (1) Np 분리를 위한 산화수 조절

연소도 35,000 MWd/MtU의 사용후핵연료 중에는 1 g의 U에 대해 약

9000 μg의 Pu과 500 μg의 Np이 들어있다. 따라서 알파분광분석법으로 Np을 

정량하기 위해서는 매질인 U을 포함한 악티늄족 원소들과 핵분열생성물로부

터 Np을 분리하여야 된다. 특히 
239Pu과 240Pu이 237Np과 비슷한 알파 에너지

를 가지고 있으므로 Np의 알파분광분석에서 이들의 간섭을 줄일 수 있도록 

Pu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용후핵연료 화학분석에서는 일반적으

로 사용후핵연료 시료를 묽은 질산(1:1, v/v)에 용해시키므로 본 연구에서 질

산 용액에서 악티늄족 원소들의 산화상태 차이를 이용하는 음이온교환분리

법을 Np 분리방법으로 선정하 다.   

LiCl 용융염 시료에 들어있는 Np 및 Pu의 분리, 정량에서와 마찬가지로 

질산 매질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으로부터 Np과 Pu을 선택적으로 음이온

교환수지 분리관에 흡착시킬 수 있도록 과산화수소에 의한 산화수 조절방법

을 적용하여 보았다. 1∼2 μg의 Np에 상당하는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의 질

산 농도를 8 M로 조절한 다음 0.5∼1 mL의 30% H2O2를 가하고 30 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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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에서 30 분 정도 가온하거나 2 일 이상 방치하여 잔여 과산화수소를 

분해 제거시킴으로써 음이온교환 분리에 적합한 Np(IV)과 Pu(IV) 산화상태

로 조절할 수 있었다. 

   (2) U 매질 및 공존 성분원소로부터 Np 분리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시료로부터 Np을 분리 정제하기 위해서 AG 

MP-1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시료 매질은 8 M HNO3, U과 핵분열생성물 

세척제로는 8 M HNO3, Pu 용리액으로는 HCl-I
- 용액, Np 용리액으로는 묽

은 염산을 사용하는 방법을 선정하고 분리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다. 핵분열물질들을 양이온상태로 유지시키면서 악티늄족 원소의 산

화상태를 U(VI), Am(III), Cm(III), Np(IV) 및 Pu(IV)로 조절하는 산화수 조

절제로는 H2O2를 사용하 다.

모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을 대상으로 수행한 Np의 산화수 조절 및 

분리조건 최적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Np의 음이온교환 분리 

체제를 설정하 다. Pu 세척용액을 LiCl 용융염에서보다 5 mL 더 증가시킴

으로써 Np 용출액에 잔존하는 Pu 양을 저감시켰다.   

   ㆍ 음이온교환 분리관: AG MP-1(200∼400 mesh), 7(i.d.)×25 mm(h)

   ㆍ 시료 용액 매질: 8 M HNO3

   ㆍ 산화수 조절: 0.5∼1 mL의 30% H2O2, 2∼5 일 방치

   ㆍ U과 핵분열생성물 세척용액: 8 M HNO3, 10 mL 

   ㆍ Pu 세척용액: 9 M HCl-0.05 M NH4I, 15 mL

   ㆍ Np 용리액: 0.5 M HCl, 10 mL  

그림 1-28은 확립한 Np 분리방법을 연소도 36,000 MWD/MtU의 PWR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에 적용하여 Np을 분리하고 전착하여 제조한 계측시

료를 측정하여 얻은 알파스펙트럼이다. 그림 1-28에서 
237Np의 정량이 충분

히 가능할 정도로 5.16 MeV의 239,240Pu, 241Am(5.486 MeV) 및  237Np(4.77, 

4.79 MeV)의 피크 분리가 우수함을 알 수 있다. 237Np의 피크 세기가 

239,240Pu과 241Am 피크의 세기보다 매우 약해 보이지만 비방사능이 237Np(26.1 

Bq/ug), 239Pu(2.3×103 Bq/ug), 240Pu(8.4×103 Bq/ug) 및 241Am(1.2×105 Bq/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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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무게로 환산하면 237Np이 대략 0.85 ug이며, 239,240Pu과 241Am은 각각 

0.06 ug과 0.005 ug 정도에 해당된다. 사용후핵연료 중에는 237Np 방사능의 

2,500 배의 239, 240Pu과 5,000 배의 241Am이 함유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대부

분의 Pu과 Am이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M HNO3 세척용액과 9 M 

HCl-0.05 M NH4I 세척용액의 사용량을 늘리면 Pu과 Am을 더 깨끗이 제거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척용액 소모량을 증가시키면 시간이 많이 걸리며, 

더욱이 그림 1-28에서 볼 수 있듯이 피크 간의 분리가 깨끗하고, 237Np의 스

펙트럼을 확대시켜 보면 Np 용출액에 잔존하는 239,240Pu과 241Am이 237Np 방

사능 측정에 간섭을 주지 않으므로 세척용액의 부피를 필요 이상으로 증가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4.2 MeV 부근의 U과 5.806 MeV의 

224Cm의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Np이 이들로부터 잘 분리되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분리방법을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에 적용하여 Np

을 분리시킴으로써 알파분광분석에 의한 Np 정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3) 사용후핵연료 내 
237Np 정량 및 신뢰도 평가

연소도가 36,000 MWd/MTU인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용액을 대상으로 확

립한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 Np을 분리하여 전착시킨 다음 알파분광분석법으

로 정량하고 분석신뢰도를 평가하 다. 약 25 Bq의 
237Np, 즉 1 μg의 237Np 

정도에 상당하는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시료를 3 개 취해서 산화수를 조절

한 후 AG MP-1 분리관으로 Np을 분리하 으며, 알파분광분석을 위한 전착

에는 Np 용출액 10 mL 전부를 사용하 다. AG MP-1 분리관에 주입된 사

용후핵연료 용해용액 중 사용후핵연료의 U 양은 대략 2 mg이었다. 

표 1-8에 알파분광분석에 의한 
237Np 정량결과를 나타내었다. Origen2 전

산코드[1-23]에 의한 계산결과와 -11.2∼-27.6% 범위에서 잘 일치하 다. 또

한 3 회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1.9% 이하의 상대표준편차로 보임으로서 본 

연구에서 확립한 정량기술이 매우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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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Analytical results of 237Np in a spent PWR fuel sample 

Sample number
Amount of 237Np, μg          

Exp./Origen2
Experiment Origen2

1 0.9174        1.0333 0.888

2 0.9516        1.0296 0.924

3 0.9402 1.0322 0.911

Average    0.908

RSD, %                                             1.9

  나.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내 241Am 및 244Cm 정량기술 개발 

   (1) U 매질 및 공존 성분원소로부터 Am 및 Cm의 분리 

241Am은 241Pu의 β 붕괴에 의하여 생성되며 244Cm는 244Am의 β 붕괴와 

243Cm의 n, γ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241Am과 244Cm은 알파 방출 핵종으로서 

35,000 MWd/MtU 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통제된 차폐시설에서 분석자

가 취급할 수 있는 10 mg에 각각 4.985 μg(17.113 μCi) 및 0.2053 μg(16.607 

μCi) 함유되어 있다. 알파 핵종의 전착 및 알파분광분석의 특성에 따라 Am

과 Cm을 사용후핵연료의 성분원소로부터 선택적으로 분리해야 하며 고분해

능의 알파분광분석기를 사용하면 5.48 MeV의 241Am과 5.81 MeV의 244Cm 

스펙트럼을 분리할 수 있으므로 함께 분리해도 정량에는 향을 미치지 않

는다. 화학특성이 유사한 란탄족 핵분열생성물로부터 Am과 Cm의 분리에 

잘 알려져 있는 di(2-ethylhexyl)phosphoric acid(HDEHP)를 유기추출제로하

고 다공성 수지로 Amberlite XAD-16을 지지체로 하는 HDEHP 추출 크로

마토그래피로 Am과 Cm을 함께 회수하 다. 그림 1-29에서와 같이 0.1 M 

HNO3 매질에서 HDEHP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관에서 0.1 M HNO3으로 

Ba, Sr 및 Cd를 0.1 M oxalic acid/0.01 M HNO3으로 Mo과 Zr 일부를 분리 

회수한 후 0.05 M diethylenetriaminopentaneacetic acid(DTPA)/0.5 M 

Lactic acid(pH 3.0)로 Am과 Cm을 분리, 회수하고  최종적으로 La, C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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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9. Elution behaviour of fission products on HDEHP/XAD-XVI 
extraction chromatographic resin column. Column; 350 mg of 2 
mmole HDEHP/g of absorbent, height: 4.5 cm. Eluent; A: 0.1 M 
HNO3(5 mL), B: 0.05 M oxalic acid in 0.01 M HNO3(10 mL), C: 0.05 
M DTPA in 0.5 M Lactic acid (15 mL), D: 6 M HNO3(5 mL), E: 0.2 M 
oxalic acid (1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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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Sm, Eu, Gd 및 Y은 6 M HNO3으로 분리, 회수하며 이 과정에서 분리

관에 잔류하고 있는 Zr이 함께 회수된다. 그러나 그림 1-30에서와 같이 Zr과 

Mo을 분리하기 위하여 착화제로 oxalic acid의 용액을 사용하면 Am 및 Cm

과 함께 약 2.2%의 Nd가 분리, 회수되었으며, 약간의 Zr이 역시 함께 회수

됨을 확인하 다. 특히 Zr은 정량적으로 회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파분

광분석을 위하여 스테인레스 강 재질의 planchet 위에 Am과 Cm을 전착하

는 과정에서 함께 전착되어 Am과 Cm의 정량을 불가능하게 하 다.

별도의 HDEHP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관을 사용하여 U과 함께 Zr과 

Mo을 미리 분리, 회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핵분열생성물 원소들

의 용리곡선을 나타낸 그림 1-31를 보면 Ba, Zr, 란탄족 핵분열생성물 원소

와 함께 Am과 Cm을 6 M HNO3으로 분리, 회수한 후 0.15 M oxalic 

acid/0.01 M HNO3을 사용하여 Mo과 Zr을 분리, 회수할 수 있었으며, 이 과

정에서 U은 용리되지 않았다. 

앞에 기술된 분리과정을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1-24]; ① Pu과 Np은 8 

M HNO3 매질에서 과산화수소수를 사용하여 산화수를 Pu(IV) 및 Np(IV) 상

태로 조절한 후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 분리한다. 이 분리단계에서 Am과 

Cm은 Ba, Sr, Cd, Zr, Mo 그리고 주성분인 U 및 화학특성이 비슷한 La, 

Ce, Pr, Nd, Sm, Eu, Gd, 및 Y과 함께 8 M HNO3으로 분리, 회수한다. ② 6 

M HNO3 매질에서 HDEHP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관에서 주성분인 U과 

Mo 및 Zr을 분리, 제거하고 6 M HNO3으로 Ba, Sr, Cd, Zr, Mo, La, Ce, 

Pr, Nd, Sm, Eu, Gd 및 Y와 함께 Am과 Cm을 분리, 회수한다. ③ 계속해서 

그림 1-18에서와 같이 0.1 M HNO3 매질에서 HDEHP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관에서 0.1 M HNO3으로 Ba, Sr 및 Cd을 분리 회수한 후 0.05 M 

DTPA/0.5 M Lactic acid(pH 3.0)로 Am과 Cm을 분리, 회수한다. 최종적으

로 La, Ce, Pr, Nd, Sm, Eu, Gd 및 Y은 6 M HNO3으로 분리, 회수한다.

그림 1-32와 같이 최적화된 조건에서 Am과 Cm을 군으로 분리, 회수한 

후 표 1-9에서와 같은 전착효율을 갖는 전착과정을 거쳐 알파분광분석으로 

회수율을 측정하 다. 표 1-10에 나타낸바와 같이 241Am 및 244Cm은 상대표

준편차 5% 이내에서 정량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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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0. Elution behaviour of Am and Nd with 0.05 M DTPA in 1.0 M 
Lactic acid on HDEHP/XAD-XVI extraction chromatographic resin 
column. Column; 350 mg of 2 mmole HDEHP/g of HDEHP/XAD-XVI, 
I.D.: 4 mm, bed volume: 0.63 mL, bed height: 48 mm. Elution; 
sample(2 mL), 0.1 M HNO3(3 mL), 0.05 M oxalic acid in 0.01 M 
HNO3(10 mL), 0.05 M DTPA in 1.0 M Lactic acid (pH 3.0, 10 mL). 
Contamination with Am in Nd fractio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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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1. Elution behaviour of fission product elements on HDEHP/XAD-
XVI extraction chromatographic resin column. Column; 300 m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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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2. Separation procedure of  actinides and fission products  from  spent PWR 
fue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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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Recovery yields of 241Am and 244Cm in different sample 

conditions after electrodeposition 

    Nuclide

Samples

241Am 244Cm

Added(Bq) Found(Bq) Yield(%) Added(Bq) Found(Bq) Yield(%)

Sample 1 8.34 7.52 90.2 13.66 13.28 97.2

Sample 2 8.34 7.88 95.5 13.66 13.37 97.9

Sample 3 8.34 7.47 89.6 13.66 13.55 99.2

Sample 4 8.34 7.65 91.7 - - -

Average 91.8±2.7 98.1±1.0

Sample 5 12.51 11.5 91.9 8.24 8.29 100.6

Sample 6 12.51 11.27 90.1 8.24 8.15 98.9

Sample 7 12.51 11.1 88.7 8.24 8.26 100.2

Sample 8 12.51 11.01 88.0 8.24 8.05 97.7

Average 89.7±1.7 99.4±1.3

Sample 9 12.51 11.95 95.5 8.24 8.15 98.9

Sample 10 12.51 11.57 92.5 8.24 8.29 100.6

Sample 11 12.51 11.59 92.6 8.24 8.3 100.8

Average 93.5±1.7 100.1±1.0

Total 91.7±1.9 99.2±0.97

* Sample 1, 2, 3, 4 : 0.1M NaHSO4-0.53M Na2SO4/개별핵종전착

  Sample 5, 6, 7, 8 : 0.03M DTPA-0.3M LA/시료전처리/개별핵종전착

  Sample 9, 10, 11 : 0.03M DTPA-0.3M LA/시료전처리/혼합핵종전착.

Table 1-10. Recovery of 241Am and 244Cm from simulated spent PWR fuel 

dissolved solutions   

Sample Added, Bq Found, Bq Recovery, % Average, % RSD, %

Am-1 12.987 11.958 97.1

92.2 4.65Am-2 12.987 11.589 89.3

Am-3 12.987 11.700 90.1

Cm-1 8.24 8.34 101.2

102.4 1.05Cm-2 8.24 8.48 102.9

Cm-3 8.24 8.5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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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m, Cm 전착 및 알파분광분석 조건 최적화 

    가) NaHSO4-Na2SO4 매질에서 Am 및 Cm 의 전착율 측정

황산염 매질에서 전착조건을 확립하기 위해서 0.1 M NaHSO4-0.53 M 

Na2SO4(pH 1.85) 매질의 전착용액을 제조하고 
241Am(8.34 Bq∼12.51 Bq) 과 

244Cm(8.24 Bq∼13.66 Bq)을 각각 개별적으로 전착한 후 회수율을 측정하

다. 그림 1-33에서와 같은 전착장치를 사용하여 전류세기를 300 mA에서 

1800 mA까지, 전착시간을 30∼90 분 범위에서 각각 변화시켜 가면서 이들 

핵종의 전착율을 측정하 다. 그리고 유기착화제인 DTPA의 향을 검토하

기 위하여 농도를 0.0005∼0.01 M 범위에서 변화시켜 가면서 Am 전착에 미

치는 효과를 조사하 다. Planchet을 열판기 위에서 구운 후 핵종의 알파에

너지를 측정하여 전착량을 구하 다. 전착법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NaHSO4-Na2SO4 매질을 사용하는 것이 방사성 시료 취급시 pH 조절에 있

어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전착장치의 Pt 전극(+)은 표

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Pt 선을 나선형으로 구부려서 표면적이 넓어지도록 

하 다. 알파선 방출 핵종이 전착되는 원판의 음극은 스테인레스 강 재질로 

제작하 다. 전착되는 음극의 표면적과 전류 도는 각각 314 mm
2과 0.38 

A/cm2이었으며 양극과 음극사이의 간격은 약 1 cm 정도 되게 하 다. 이들 

값은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1-25, 1-26]와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0.1 M 

NaHSO4-0.53 M Na2SO4 매질의 전착용액은 다른 연구자들이 Pu의 전착에

[1-27] 사용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도 같은 매질을 사용하 다. 0.1 M 

NaHSO4-0.53 M Na2SO4 매질의 전착용액 10 mL을 사용하 으며 전착이 종

료되기 직전에 25%의 NH3 1 mL를 가하여 전해질을 알칼리성으로 하 다. 

특히 시료를 전처리할 때 가하는 NaHSO4는 착화제 역할을 하므로 악티늄족 

원소의 가수분해를 막아줄 뿐 아니라 시료를 증발, 건조시킬 때 전착에 방해

되는 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1-27]. 그림 1-34에는 일정한 전착시간(1 

시간)에 전류세기를 변화시키면서 241Am의 전착율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1,200 mA까지는 전착율이 증가하여 92%의 최대값을 보이다가 1,500 

mA 이상에서는 오히려 감소하 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류세기가 증가할수

록 전착율이 증가하지만 1,500 mA 이상에서는 과대 전류에 의해 많은 열이 

발생하고, 또한 수분증발에 따른 부피감소로 pH가 낮아지게 되어 전착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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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3. Schematic diagram of electrodepositio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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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4. Electrodeposition yields of 241Am as a function of current. 
241Am ; 8.34  Bq, Electrolyte ; 0.1 M NaHSO4-0.53 M Na2SO4, 
deposition time ; 1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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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35에는 1,200 mA의 전류에서 전착시간을 

증가시킴에 따라 241Am의 전착율 변화를 측정한 결과인데 1 시간까지 증가

하 으며 그 이상에서도 거의 같은 값을 보 다. 따라서 0.1 M 

NaHSO4-0.53 M Na2SO4 매질의 전착용액에서 Am의 전착조건은 1,200 mA

와 1 시간이 최적 조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조건은 같은 전착매질에서 Pu의 

전착결과와 일치하 다[1-27]. 그림 1-36에 DTPA 농도에 따른 Am 전착효

과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전반적으로 DTPA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착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것은 DTPA와 Am과의 착물안정도상수가[1-28, 

1-29] 크기 때문에 전착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ammonium 

oxalate-ammonium sulfate 매질에서 Pu의 전착율은 DTPA의 농도가 0.005 

M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26] 이것은 

DTPA가 Pu과 착물을 형성하여 중합(polymerization)을 막아줌으로서 전착

율을 높일 수 있지만 DTPA의 농도가 클 때에는 Am과의 착물형성이 오히

려 Pt의 전착을 방해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Am의 

전착에서는 DTPA를 첨가하지 않고 0.1 M NaHSO4-0.53 M Na2SO4 매질에

서만 수행하 다. 그림 1-37에는 전착과정에서 전압변화를 나타내었는데 초

기 9.2 V에서 20 분 후에는 7.2 V 이고 1 시간 후에는 6.8 V 까지 떨어졌다. 

이 결과는 다른 연구자들[1-27]의 결과(9.2 V∼5.7 V)와 유사하 지만 감소

폭이 조금 낮았다. 

    나) DTPA-Lactic Acid 매질에서 Am 및 Cm의 전착율 측정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으로부터 Am과 Cm을 분리, 회수하기 위하여 사

용되는 용리액은 0.05 M DTPA-0.5 M Lactic Acid 매질이므로 Am과 Cm

의 전착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이들 유기산의 향을 검토하여야 하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는 모의 용액을 제조한 다음 표 

1-11에서와 같은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Am과 Cm을 전착한 후 회수율을 측

정하 다.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 최종 10 mL 용액 속에 1 mmole의 

NaHSO4와 5.3 mmole의 Na2SO4가 존재하게 되므로 이 용액은 0.1 M 

NaHSO4-0.53 M Na2SO4 매질의 완충용액이 되고 이때의 pH는 1.85를 나타

내었다. 즉, 최종 황산염의 농도에 따라 전착액의 pH가 결정된다. 이것은 가

해진 NaHSO4가 200∼700 ℃에서 열분해 되어 Na2SO4로 되고 다시 H2O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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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5. Electrodeposition yields of 241Am as a function of time. 241Am ;  
8.34 Bq, Electrolyte ; 0.1 M NaHSO4-0.53M Na2SO4, 120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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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6. Electrodeposition yields of 241Am as a function of DTPA concentration. 
241Am ; 8.34 Bq, Electrolyte ; 0.1M NaHSO4-0.53M Na2SO4,  deposition time ; 1 
hr, 1200 mA, DTPA ; 0.0005 M~ 0.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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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7. Variation of voltage as a function of time. 241Am ; 8.34 Bq, 
Electrolyte ; 0.1 M NaHSO4-0.53 M Na2SO4, deposition time; 1hr, 120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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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SO4와 반응하여 NaHSO4로 된다[1-27]. 따라서, 전처리 과정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한 매질의 시료일 경우에는 직접 10 mL의 0.1 M NaHSO4-0.53 M 

Na2SO4 전착액만 사용하여 전착하 다. 

Table 1-11. Sample pretreatment of DTPA and lactic acid matrix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241Am and 244Cm

시료전처리 과정 비  고

￭ 25 mL 비커에 Am 또는 Cm의 시료용액 일정량을 

   넣는다.

￭ 600 μL 의 1.0M NaHSO4 와 400 μL 98% H2SO4  

   를 가하고 hot plate에서 서서히 가열한다.

￭ H2SO4 와 NaHSO4를 포함된 기름성분의 유기물이 

   탄화되어 검게 될 때까지 가열한다(~ 400 C).

￭ 2 mL 65% HNO3와 200 μL 60% HClO4를 가하여 

  검은 탄소성분을 날려 보낸다. 

￭ 최종적으로 가열하여 여분의 H2SO4를 제거하고 

   소결시킨다(약 600 ℃).

￭ 최종 잔유물은 0.4 mole NaHSO4와 0.1 mmole 

   Na2SO4로 되어 있다.

￭ 잔유물을 4.2 mL H2O 로 녹여 전착쎌에 옮긴다.   

￭ 600 mL 1.0M NaHSO4와 5.2 mL 1.0M Na2SO4    

  를 가한다. 

￭ 이용액은 0.1M NaHSO4-0.53M Na2SO4 용액이 됨 

 

￭용액이 튀지      

  않도록 서서히 

  가열한다.

￭비커를 완전히 

  냉각시킨 후 산을 

  가한다.

 

￭Micro pipet를 

  사용하여 옮긴다.

￭최종부피 10 mL

전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표준용액을 전착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

여 0.05 M DTPA-0.5 M Lactic Acid 매질의 모의 시료에서 단일 핵종을 전

착한 결과와 Am과 Cm을 동시에 전착한 결과를 나타낸 표 1-9를 살펴보면 

Am의 경우 표준용액 및 유기성분을 함유한 시료 모두에서 거의 동일한 전

착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Am과 Cm을 각각 개별적으로 전착한 경우와 

Am과 Cm을 동시에 전착한 경우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같은 전착율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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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으며 평균 91.7%(241Am)의 전착율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Cm의 경우

에서도 시료매질 및 핵종의 종류 등에 따라 전착율이 거의 같은 값을 보여

주고 있으며 평균 99.2%의 전착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시료의 매질이나 

전착되는 핵종의 수에 관계없이 전착율이 거의 같은 값을 보이는 것은 본 

연구에서의 시료 전처리 과정에서 성분원소가 손실되지 않으며, 또한 알파분

광분석에서 에너지에 따른 방사능 측정 및 전방사능 측정값이 정확도 및 정

성에서 모두 높은 재현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 전 알파계측 및 알파분광분석법에 의한 241Am 및 244Cm 정량

Planchet에 전착된 알파 방출핵종은 전 알파측정과 알파분광분석법을 병

용하여 개별적으로 핵종을 정량하 다. 우선 단일 핵종이 전착된 경우 전알

파 방사능 측정으로 241Am 또는 244Cm의 전방사능을 측정하여 전착율을 구

하 다. 그리고 두 핵종이 동시에 전착된 경우 전알파 방사능 측정으로 전체 

방사능을 측정한 다음 알파분광분석법으로 개별 핵종의 알파 방사능(
241Am; 

5.48 Mev, 244Cm; 5.81 Mev)을 측정하여 두 핵종의 방사능 비율을 구하 다. 

구해진 각 핵종의 방사능 비율과 전알파 방사능으로부터 개별 핵종의 방사

능을 구하고 여기에 비방사능[1-30]을 적용하여 개별 핵종의 함량을 구하

다. 이 때 두 측정기의 계측효율은 혼합핵종의 표준선원(
241Am/244Cm/239Pu)

을 사용하여 구하 다. 그림 1-38에 표준알파선원의 241Am, 244Cm 및 239Pu 

의 α-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3) 사용후핵연료 내 
241Am, 244Cm 정량 및 신뢰도 평가

연소도가 각각 36,195 및 38,967 MWd/MtU인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241Am과 244Cm을 분리, 회수한 후 0.05 M DTPA-0.5 M Lactic Acid 매질의 

사용후핵연료 시료용액을 2,500 배로 희석한 다음 희석용액을 0.5 mL씩 취

하여 전착하 다. 알파분광분석법에 따라 정량한 결과는 표 1-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록 다수의 사용후핵연료 시료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연소도의 

증가에 따라 241Am과 244Cm의 생성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Origen2 

전산코드에 의한 계산결과와 241Am의 경우 +2.8∼+6.2% 그리고 244Cm의 경

우 -0.004∼+7.2%의 범위에서 잘 일치하 다. 또한 241Am과 244Cm을 각각 3 

회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5% 이하의 상대표준편차로 보임으로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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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8. Alpha spectrum of mixed nuclides standard source. 239Pu ; 
1941 Bq, 244Cm ; 916 Bq, 241Am ; 1816 Bq, Counting time ; 50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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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립한 정량기술이 매우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고로 그림 1-39

에 사용후 핵연료 시료 중 241Am 과 244Cm의 알파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이때 피크의 분해능(FWHM)은 두 핵종 모두 20∼30 keV이었다. 

Table 1-12. Analytical results of 
241Am and 244Cm in spent PWR fuels. 

FP

36,195 MWd/MtU 38,967 MWd/MtU

FP/U, ㎍/mg
RSD,

%

Exp./

Origen

2

FP/U, ㎍/mg
RSD, 

%

Exp./

Origen2
Origen

2 
Exp. A.V. Origen2 Exp. A.V.

241Am 0.6439

0.6838

0.6621 3.33 1.028 0.6923

0.7299

0.7355 0.99 1.0620.6629 0.7438

0.6397 0.7327

244Cm 0.0244

0.0262

0.0243 6.84 0.996 0.0345

0.0369

0.0369 2.58 1.0720.0230 0.0361

0.0238 0.0380

  다.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 내 99Tc 정량기술 개발

   (1) Tc 분리를 위한 산화수 조절

U의 핵분열에 의해 생성된 Tc과 Ru은 사용후핵연료 중에 합금 상태로 

존재한다[1-31]. 사용후핵연료를 질산으로 용해시키는 동안 일부의 Ru은 

RuO4 상태로 기화되어 소실되지만 대부분의 Ru은 니트로실루테늄 (RuNO
3+)

의 다양한 nitro/nitrato 착물들, [RuNO(NO3)x(NO2)y(OH)z]
3-x-y-z로서 용액에 

존재하며 이들 중 상당량이 음이온 착물이다[1-32, 1-33]. 사용후핵연료를 질

산으로 용해시키면 Tc은 휘발성이 큰 Tc2O7을 형성하지만 환류 냉각장치를 

이용해서 용해시키면 Tc 산화물이 TcO4
- 형태로 전환되어 용액에 존재한다

[1-34]. 따라서 묽은 질산 매질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을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 통과시키면 Tc과 함께 일부의 Ru도 수지에 흡착된다. Ru이 음이

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 않게 하려면 니트로실루테늄을 분해시켜 Ru 양이온

으로 전화시켜야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질산 용액에서 산화제로 RuNO3+을 

RuO4로 산화시킨 다음 에탄올로 다시 환원시킴으로써 음이온교환수지에 흡

착되지 않는 Ru 양이온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를 조사하 다. 산화제를 선

정하기 위해서 상온의 질산에서 K2RuNOCl5와 KIO4, KMnO4, K2S2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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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9. Alpha spectrum of 241Am and 244Cm in spent PWR fuel samples 
after electrodeposition. Sample No : SF-9-2, Counting ; 5,0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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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O4)2, NaOCl, H2O2 및 K2Cr2O7의 반응성을 조사하 다. 과량의 산화제

를 가하면 RuNO3+가 기체상태의 RuO4로 산화되지만 이것은 곧 바로 분해되

어 반응용기 뚜껑 내부에 RuO2이 검정색으로 석출된다. 따라서 이 검정색의 

농담이나 용액에 남아있는 Ru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각 산화제의 반응성을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3 M HNO3에서 당량 기준으로 RuNO
3+의 5배

의 KIO4, KMnO4, K2S2O8 또는 Ce(SO4)2를 반응시킬 경우 하루 정도 지나면 

반응이 완결되었으며, 산화제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NaOCl, 

H2O2 및 K2Cr2O7는 RuNO
3+를 산화시키지 못하 다. 이들 산화제의 RuNO3+

에 대한 산화특성을 고려하고, 산화제로부터 원하지 않는 중금속 성분이 시

료에 첨가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KIO4와 K2S2O8를 적합한 산화제로 선정하

다. 질산 농도에 따른 이들 두 가지 산화제의 RuNO3+의 산화속도는 3 M 

< 5 M < 8 M 순으로 증가하 다. 그리고 8 M HNO3에서 RuNO
3+를 산화

시키는 데 필요한 KIO4와 K2S2O8의 양을 조사하 으며, KIO4의 경우는 

RuNO3+ 몰수의 5 배를 가하고 하루가 경과되면 완전 산화되며, K2S2O8의 경

우는 20 배를 가해야만 하루 후에 완전 산화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KIO4를 적합한 산화제로 선정하 으며, RuNO3+ 몰수의 5 배 이

상의 KIO4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8 M HNO3 매질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시료에 0.01 M KIO4 용액 한 방울을 가하고 1 일간 방치시킨 다음 0.5 M  

로 희석하고 95% 에탄올 한 방울을 가함으로써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 

않는 중성 또는 양이온성 Ru으로 조절하는 산화수 조절방법을 확립하 다.

   (2) U 매질 및 공존 성분원소로부터 Tc의 분리

그림 1-40과 그림 1-41은 Tc, U과 주요한 핵분열생성물이 함유된 모의

시료 용액에 AG MP-1 및 TEVA․Spec 분리관을 적용하 을 때 각 성분의 

흡착 및 탈착 거동을 보여 준다. 모의 시료 용액은 3.4 nCi(0.2 μg)의 
99Tc, 

40 μg U, 12.5 μg Mo, 12.5 μg Ru, 12.5 μg Zr, 12.5 μg La, 20 μg Sr과 42.5 

μg Ba을 함유한 8 M HNO3이었다. Ru의 산화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용액

에 0.01 M KIO4 한 방울을 가하고 하루 방치시킨 다음 질산의 농도가 0.5 

M이 되도록 희석하고 95% 에탄올 한 방울을 가하 다. 증류수에 분산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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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0. Separation of Tc from U and fission product elements on anion 
exchange resin column; Bed: 7(i.d.)x25 mm. resin: AG MP-1 (200-400 
mesh). Loading amounts; 113 µg of fission products, 40µg of U and 3.4 
nCi of 99Tc in 5.0 mL of 0.5 M HNO3. Wash solution: 10 mL of 1.0 M 
HNO3. Eluent of Tc; 10 mL of 10 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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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1. Separation of Tc from U and fission product elements on  
extraction chromatographic resin column; Bed: 7(i.d.)x60 mm. Resin: 
TEVA.Spec(100-200 mesh). Loading amounts: 113 µg of fission 
product elements, 40 µg U and 3.4 nCi of 99Tc in 5.0 mL of 0.5 M 
HNO3. Wash solution: 10 mL of 1.0 M HNO3. Eluent of Tc: 10 mL of 
10 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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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MP-1 수지와 TEVA․Spec 수지를 내경 7 mm의 폴리에틸렌 관에 주

입시켜 각각 25 mm와 60 mm 높이로 채우고 수지 상부를 유리솜으로 얇게 

덮었다. 3 mL의 8 M HNO3으로 분리관을 안정화시킨 다음 Ru 산화수를 조

절한 모의 시료용액 5 mL를 주입하고, 10 mL의 1.0 M HNO3과 15 mL의 

10 M HNO3을 차례로 통과시키면서 용출액을 분취하여 각 금속이온 농도를 

ICP-AES 또는 LSC로 측정하 다. 

그림 1-40과 1-41에서와 같이 0.5 M HNO3 매질에서 U, Mo, Ru, Zr, 

La, Sr과 Ba은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 않거나 약하게 흡착되므로 1.0 M 

HNO3으로 쉽게 씻어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칼리금속과 악티늄족 

원소(Np, Pu, Am, Cm)는 0.5 M HNO3에서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 않

는다. 같은 조건에서 알칼리토금속과 란탄족 원소도 흡착되지 않으며, La와 

Sr의 거동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백금족 원소도 같은 조건에서 

흡착되지 않는다. 그림 1-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AG MP-1 분리관에 5 mL

의 시료 용액이 주입되는 순간부터 5 mL의 1.0 M HNO3으로 세척될 때까지 

95% 이상의 U과 핵분열생성물 원소들이 용출되었으며, 나머지는 추가로 주

입한 5 mL의 1.0 M HNO3에 의해서 거의 전부 용출되었다. Tc은 5 mL 정

도의 10 M HNO3에 의해 거의 완전히 용리, 회수되었다. 그림 1-41에서 

TEVA․spec 분리관에서 U과 핵분열생성물 원소들 그리고 Tc의 분리거동

이 AG MP-1 분리관에서 거동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절차를 사용후핵연료의 8 M HNO3 용해용액에 적용하여 보았다.  

분리 전후에 용액의 감마 방사능을 측정함으로써 대표적인 핵종들에 대한 

제염계수를 계산하 으며, AG MP-1의 경우는 
241Am(170), 154Eu(270), 

137Cs(68,000), 95Zr(260), 140La(5,000)이었고, TEVA․spec의 경우는  

241Am(6,000), 154Eu(9,000), 137Cs(65,000), 95Zr(640), 140La(200)이었다. Tc 용출

액에서 γ-핵종들이 비록 적은 양이지만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어서 

Tc을 액체섬광계수기로 측정할 때 방해를 하므로 용출액의 Tc 정량이 어려

웠다. 즉,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으로부터 Tc을 이 절차에 따라 분리, 회수

하여 Tc을 액체섬광계수법으로 분석한 결과 예측치보다 2 배 이상 큰 값이 

얻어졌다. 따라서 U과 핵분열생성물의 충분한 세척 제거, 반복 분리 정제, 

분리방법의 교체, 또는 액체섬광계수법이 아닌 다른 Tc 측정법을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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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판단하 다. 이러한 방안 중에서 사용후핵연료에는 99Ru를 제외하고

는 99Tc의 동중핵종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99Tc 정량에 유도결합플

라스마 질량분석법(ICP-MS)을 적용하여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0.1∼0.5 ng 99Tc/mL의 표준용액을 ICP-MS로 측정하여 얻은 검정선의 

선형상관계수(R)는 0.99995이었으며, 검정선을 바탕으로 계산한 검출한계는 

5.25 ng/L(0.089 nCi/L)로서 10 mL의 10 M HNO3으로 Tc을 용리시킬 때 얻

어지는 10 mL 용출액 중 0.5 mL를 10 mL로 희석시켜서 ICP-MS로 측정할 

경우, 분리관에 주입하기 위해서 취하는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시료에는 

1.05 ng 99Tc(0.018 nCi) 이상의 99Tc가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Ru 산화수 조절 및 Tc의 음이

온교환 분리 조건을 설정하 으며, 용출액 중의 Tc의 정량에는 ICP-MS을 

이용하 다.   

 ㆍ 분리관: AG MP-1(200∼400 mesh), 7(i.d.)×25 mm(h)

             또는 TEVA․spec(100∼200 mesh), 7(i.d.)×60 mm(h)

 ㆍ 시료 용액 매질: 8 M HNO3

 ㆍ 산화수 조절: 한 방울의 0.01 M KIO4 , 한 방울의 95% C2H5OH

 ㆍ 분리관 주입 용액 매질: 0.5 M HNO3

 ㆍ U, Ru, 핵분열생성물 세척용액:  1.0 M HNO3, 10 mL 

 ㆍ Tc 용리액: 10 M HNO3, 10 mL 

   (3) 사용후핵연료 내 
99Tc 정량 및 신뢰도 평가

Tc의 정량 및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50 ng 정도의 Tc에 상당하는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을 취해서 분리하 으며, Tc 용출액을 대략 0.25 ng 

99Tc/mL로 희석하여 ICP-MS로 측정하 다. 사용후핵연료에는 101Ru이 99Tc

와 비슷한 양으로 들어있다. 따라서 Tc 용출용액의 질량-101에서 피크 세기

를 조사함으로써 Ru의 제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Tc 용출용액의 질량

-101 피크 세기가 바탕용액의 질량-101 피크 세기와 차이가 없었으며, 이것

으로부터 질량분석에서 99Tc 측정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분리과정에서 

99Ru이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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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3은 연소도가 36,000 MWd/MtU인 사용후핵연료 시료에 적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분리관에 주입된 용해용액에 함유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U 양은 0.07 mg이었다. 원자로에서의 핵연료의 연소이력과 연소 종료 후 원

자로에서 꺼내서 보관된 시간을 바탕으로 추정하는 99Tc의 함량은 875 μg/g 

U이다[1-23]. 이 추정치에 대해 AG MP-1 분리관과 TEVA․Spec 분리관에

서 99Tc의 회수율은 각각 99.8±0.7%과 99.3±0.4%이었다. 사용후핵연료 용해

용액 중의 Tc 분리, 정제에 AG MP-1 분리관 또는 TEVA․spec 분리관 중

에서 어느 것을 사용해도 0.35∼0.57% 상대표준편차 범위에서 Origen2 전산

코드로 계산하여 얻은 결과와 0.0∼0.7% 범위에서 잘 일치하 다.

Table 1-13. Analytical results of 
99Tc in spent PWR fuel sample 

 Separation 

column
Test No.

Amount of 99Tc, μg 99Tc/g U
Exp./Origen2

Experiment Origen2

AG MP-1

1 870

875

0.994

2 880 1.006

3 870 0.994

Average 875 1.000

RSD, % 0.57

TEVA․Spec

1 871

875

0.995

2 865 0.989

3 871 0.995

Average 869 0.993

RSD, % 0.35

  

  라. 사용후핵연료 내 
14C 및 3H 정량기술 개발  

   (1) 사용후핵연료 내 14C 정량

    가) 14C 회수장치 구성 및 검증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14C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림 1-42와 같은 

장치를 핫셀 안에 설치하 다. 모든 부품은 유리 재질로서 핫셀 안에서도 조

작이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휘발성 요오드를 미리 포집시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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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2. Gaseous 14C collection system. ① Voltage controller ② 3-neck 
dissolution flask ③ Tube for introduction of 8 M HNO3 ④ Reflux condenser 
⑤ AgNO3-impregnated silica gel column ⑥ 14CO2 trap containing 1.5 M 
NaOH 25 mL ⑦ Molecular sieve 13X ⑧ Heating mantle ⑨ Extra trap(1.5 M 
Na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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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기 위하여 AgNO3를 침윤시켜 만든 실리카 겔(8 mesh, 22% AgNO3침

윤)을 제조하여 사용하 다[1-35]. 휘발된 14C(14CO2)을 1.5 M NaOH 용액으

로 포집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 다. 또한 회수장치에는 14C이 누출되지 않

도록 묽은 NaOH를 채춰 넣은 포집관과 분자 체(molecular sieve)를 충전시

킨 포집관을 추가로 설치하 다. 8 M HNO3으로 UO2를 용해시킬 때 발생하

는 NOx와 함께 CO2를 NaOH 용액에 포집시키고 NaOH의 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포집능을 조사한 결과 1.5 M NaOH가 포집용액으로 가장 안정적이

었다.     

14C 회수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표 1-14과 같은 조성의 모의 사용후핵연

료 용해용액을 제조하 다. U 및 10 종의 비방사성 핵분열생성물 원소의 산

화물로 구성된 1 g의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에 CsI를 미량 첨가하여 14C 회

수율 측정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 다. 그림 1-42에서와 같은 3 구 증류 플라

스크안에 
14C(Na2

14CO3, Amersham) 표준방사성 동위원소 일정량[1 mL(238.1 

Bq)], 1 g의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 및 0.025 g의 CsI 그리고 0∼2.5 g의 

CaCO3를 넣었다. 증류플라스크의 용액주입구를 통하여 40 mL의 8 M HNO3

을 적가하고 90 ℃에서 4 시간동안 환류냉각시키면서 이 때 발생하는 14CO2

를 25 mL의 1.5 M NaOH에 포집하 다. 증류가 완료된 후 상온까지 냉각시

킨 다음 0.1 mL의 포집용액과 15 mL의 섬광체(Ultima-Gold A/B, Packard)

를 섞은 후 동일한 과정으로 준비한 14C 방사능계측 표준용액과 함께 액체섬

광계수기(LSC, Tri-carb 2505TR A/B, Packard)로 방사능을 측정하고 14C 회

수율을 구하 다. 

첨가한 CaCO3의 양에 따른 
14C 회수율의 변화는 그림 1-43에서와 같이 

CaCO3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 회수율은 20%이었으나 첨가량이 증가됨에 따

라 회수율이 점차 증가하고 2.5 g을 첨가하 을 때의 회수율은 90%를 초과

하 다. 2.5 g의 CaCO3를 첨가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3 회 반복하여 회수율

을 측정하 을 때 평균값은 표 1-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91.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확립한 방법으로 14C의 정량적인 회수 및 측정이 가능하 다. 

실제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 14C을 정량적으로 회

수할 때 14C와 함께 휘발되어 회수되는 요오드에 의한 간섭을 제거하기 위하

여 Ag-silica gel 흡착체를 담은 요오드 포집관(외경 13 mm, 길이 12 c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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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3. Effect of CaCO3 carrier on recovery of 14C from SIMFUE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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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장치에 부착하 다. 증류가 완료된 후 요오드 포집관은 그림 1-44에서와 

같이 흡착체 전반부가 노랗게 착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흡착이 완료된 

후 포집관을 구획별로 나누어 균질하게 한 후 요오드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휘발된 요오드는 포집관 전방 2 cm 범위에서 전량 흡착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림 1-45의 EPMA(electronprobe microanalysis)에 의한 스펙트럼

은 흡착체 앞부분에 요오드가 흡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14. Composition of a simulated spent PWR fuel

 Metal   Added Compound Wt. % 

U UO2 82.394
Nd Nd2O3 0.269
Mo MoO3 0.245
Ce CeO2 0.895
Ru RuO2 0.240
Ba BaCO3 0.106
La La2O3 0.092
Pd PdO 0.092
Sr SrO 0.070
Y Y2O3 0.035
Rh Rh2O3 0.032
O 15.116
I CsI* 0.0225 g 

* Supplementary addition

Table 1-15. Determination of 14C from simulated fuel dissolved solution 

Sample

 No.

14C in Sample

(Bq)

CaCO3 Added

(g)

Trap Sol'n

(mL)

Recovery

(%)

Mean

(%) 

RSD

(%)

    1      238.1       2.5      25     92.3

    2      238.1       2.5      25     94.3 91.9  2.8

    3      238.1       2.5      25     89.2



Sorbed iodine

Fig. 1-44. View of Ag-silica gel adsorbents before and after trapping 
of volatile iodine. Left; before trapping, Right: after tr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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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Fig. 1-45. Iodine detected with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Upper; before trapping iodine on the Ag-silica gel absorbent
Lower; after trapping iodine on the Ag-silica gel absorb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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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14C 회수 및 정량을 위하여 앞서 수

행한 기초실험결과를 토대로 원격작업의 특수성 및 장치의 안전성을 고려하

여 기존의 장치를 수정 보완하 다. 129I2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한 요오드 

포집관의 길이를 장치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종전보다 줄여서 제작하여 설치

하 다(12 cm → 4 cm). 1.5 M NaOH 포집용액이 들어 있는 3 단계의 

14C(CO2) 포집관을 사용하여 회수거동을 조사한 결과 첫 번째 포집관에만 

14C이 전량 포집되는 것을 확인하 으므로 포집관의 개수를 2 개로 줄여서 

설치하 다. 

    나) 알칼리 용액에서 14C 정량을 위한 계측조건 최적화 

14C을 정량하기 위해 액체섬광계수기의 계측조건을 최적화하 다. 앞의 

실험에서 사용한 섬광체(Ultima-Gold A/B)는 염기성 포집용액(1.5 M 

NaOH)을 0.2 mL 이상 취하여 혼합할 경우 침전이 생성되어 방사능 측정을 

어렵게 하 다. 따라서 염기성 시료용액에 적합한 Hionic-FluorTM을 준비하

고 14C 정량조건을 조사하 다. 일정량의 섬광체에 각기 다른 양의 포집용액

(0∼4.5 mL)과 14C 방사성 표준용액(238.1 Bq/mL)을 일정량 가하고 0∼72 

시간 범위에서 분석하 다. 
14C을 함유한 2.5 mL의 포집용액을 취하여 혼합

할 경우 안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으며 시료의 양을 최대 4.0 mL까지 증가

시킬 수 있었다. 또한 75 시간 동안 측정값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므로 섬광

체와 염기성 포집용액과의 화학반응으로 일어나는 화학발광에 의한 간섭은 

무시할 수 있었다. 포집용액을 4.5 mL를 취하여 혼합할 경우 심하게 착색되

고 상분리가 되어 측정값이 감소하 다. 따라서 여러 방사능의 14C을 함유한 

염기성 용액 일정량과 일정량의 섬광체를 혼합하여 표준소광(Quenching)곡

선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사용후핵연료 시료로부터 회수한 
14C을 

정량하 다.  

    다) 사용후핵연료 내 14C 정량 및 신뢰도 평가

연소도 37,000 MWd/MtU 사용후핵연료(조사기간; 3.04 년) 0.849 g을 14C 

회수장치의  플라스크에 넣고 이어 2.5 g의 CaCO3를 넣었다. 플라스크에 부

착된 분리깔때기에 20 mL의 8 M HNO3을 천천히 적가하면서 용해장치의 

온도를 90 ℃로 조정하 다. 포집시간은 12 시간이었으며  24 시간 냉각시킨 

후 2 개의 14C 포집관을 장치로부터 분리하고 각각의 포집용액을 회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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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2.5 mL의 포집용액과 15 mL의 섬광체를 액체섬광계수용 바이알로 

옮기고 균질하게 섞은 다음 14C 표준용액과 함께 30 분 계측하여 14C을 정량

하 다.  

표 1-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3 회 측정한 결과, 0.4%의 상대표준편차 내

에서 잘 일치하 으며 첫 번째 포집관에 89.0%, 두 번째 포집관에 약 11.0%

가 포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사용후핵연료 시료와 달리 14C이 2 번째 

포집관에도 포집된 것은 포집용액의 양을 반으로 감소시킨 것과 사용후핵연

료 시료의 용해시간을 3 배(12 시간)로 연장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CaCO3 운반체를 이용한 포집율을 91.9%로 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시료

의 총 방사능은 13128 Bq로 계산되었다. 이 값은 Origen2 전산코드로 계산

값(16965 Bq)과 비교할 때 77.4%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22.6%의 14C은 사용

후핵연료 조사후분석을 위한 천공과정에서 방출된 것으로 판단되었다[1-36].

Table 1-16. Recovery of 
14C in spent PWR fuel sample 

 Trap-Sample
 Activity/Sample

       (Bq)

   Mean

    (Bq)

    RSD

    (%) 

  1st+2nd 

    (Bq)

    1st-1        2155     

    1st-2        2146     2148     0.27   

    1st-3        2144     
    2413

    2nd-1         265

    2nd-2         266      265     0.38

    2nd-3         264

      

   (2) 사용후핵연료 내 3H 정량  

    가) 3H 회수장치 구성 및 검증

14C 회수실험을 완료한 후 용액에 남아있는 3H2O를 회수하기 위하여 그

림 1-46과 같은 유리재질의 증류기를 제작하 다. 3H의 회수거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10 년간 냉각시킨 35,000 MWd/MtU 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

액과 화학조성이 유사한 7 M HNO3 매질의 비방사성 모의 사용후핵연료 용



Fig. 1-46.  Apparatus for 3H recovery from spent PWR fuels. : cooling water 
inlet, : cooling water outlet, : cooling condenser, : distillation separator, : 
HTO receiver, : two-neck  distillation flask, : heating man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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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용액을 제조하 다. Spex사의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 

(ICP-AES) 검정용 금속 표준용액(1,000 mg/L)과 U3O8(NBL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129)의 HNO3 용해용액을 사용하 으며 14C 회수실험에

서 CO2 방출물질로서 첨가한 CaCO3의 양을 고려하여 일정량의 CaCO3를 첨

가하 다(표 1-17 참조).  

Table 1-17. Chemical composition of simulated spent PWR fuel

dissolved solution  

Element Spent fuel, ㎍/g Element ㎍/100 mL SIM soln. 
1)HT      1,242.8 kBq      665.6 Bq

Ba 1,835 3,670

Cd    119.8  240

Ce 2,505 5,000

Cs 2,511 5,000

Eu    141.6  300

Gd    136.9  300

La 1,284 2,700

Mo 3,528 7,200

Nd 4,257 8,500

Pd 1,505 3,000 

Pr 1,177 2,400

Rb    368.8  800

Rh    486.0 1,000

Ru 2,330 4,500

Sb 100  100 

Sn 200  200 

Se    59.3  120

Sm   906.9 1,810

Sr   806.6 1,610
1)
Tc   809.2       63 Bq 

Te   515.5 1,030

Y   476.7 1,000

Zr 3,805 7,610

U        0.9539 g         2.002 g

CaCO3     2.5 g                 5 g
1)
Ag 82.4       0.824 
1)
I 249.3     2.5

1) Element added to a round bottom flask containing 0.5 mL of simulated spent fuel 

dissolver solution prior to tritium recovery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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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의 회수거동은 다음과 같은 실험절차에 따라 조사하 다. ① 10 mg의 

사용후핵연료에 해당하는 0.5 mL의 모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과, 묽은 

AgNO3 용액 0.0824 mL (Ag: 0.824 ㎍) 묽은 KIO3 용액 0.1 mL (I: 2.5 ㎍), 

99Tc 용액 1 mL (63 Bq), HTO 표준용액 1 mL (665 Bq) 그리고 증류수 2.3 

mL를 증류용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장치를 구성한다. ② 증류액을 

모으기 위하여 0.03 mL의 7 M HNO3이 들어 있는 20 mL 용량의 플라스크

를 증류액 수집기 용출구 아래에 설치한 후 냉각 콘덴서 위에 증류수를 1 

mL 넣어 증류액 수집기 용출구를 증류수로 채운다.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비등석 3 알과 NaOH 펠렛 4 개를 넣은 다음 (첨가된 질산에 대응하는 

NaOH 양은 약 168 mg) 열판기를 5.0으로 조절하고 냉각수의 온도가 14 ℃

를 유지되도록 한다. 증류가 완결되어 증류액 수집기 용출구 끝에 물방울이 

모이지 않으면 실온까지 냉각시킨다. 증류수 5 mL를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넣어 건조물을 잘 용해시킨 후 위와 같은 증류를 2 회 더 실시하여 3H를 완

전히 회수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증류수를 1 mL씩 냉각 콘덴서를 통하여 

수집 플라스크로 모은 다음 증류수로 20 mL 되게 한다. ③ 3H을 정량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재질의 액체섬광계수용 용기에 섬광체로 Ultima Gold 

AB(Packard 사)를 15 mL 넣고 바탕액, 표준액 및 증류액을 각각 1 mL씩 

넣어 잘 섞이도록 한 후 2∼18.6 keV 범위에서 액체섬광계수기(Packard 

Tri-Carb 2500, U.S.A.)로 30 분간 각각 계측한다.  

3H를 완전히 증류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열을 가해 증발, 건조시킬 경우 

고열로 증기화된 금속염에 의해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용해용액을 

완전히 증발, 건조시키지 않고 수차례 증류수를 첨가하여 증류시킴으로써 
3H

을 정량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4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

기 증류에도 95% 이상의 3H가 회수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3H을 3회 증류

하여 회수하고자 하 다. 

1 mL의 표준 3H2O(665 Bq)을 첨가한 모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3 개

를 앞에서 확립된 절차에 따라 실험하고 증류액에 함유되어 있는 3H의 양을 

액체섬광계수법으로 측정하여 회수율을 결정하 다. 표 1-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평균 회수율은 97.9%이었으며 상대표준편차는 0.9%이었다. 참고로 공

존 성분원소들에 의한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류수를 사용하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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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7. Recovery behaviour of 3H from simulated spent PWR 
fuel dissolve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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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술한 실험절차에 따라 증류액을 얻은 후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

석기 (ICP-MS)로 공존 성분원소들을 분석하여 표 1-19에 나타내었다. 전체

적으로 "Test"의 결과가 “Blank"의 결과보다 작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공존 

성분원소들에 의한 오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류액에서 

모의 사용후핵연료 용액에 주성분으로 첨가한 U이 극미량 검출되었으나 실

제 3H와 함께 증류된 것인지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

지 않았다. 또한 모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에 99Tc(63 Bq)을 첨가한 후 동

일한 방법으로 증류하고 액체섬광계수법으로 99Tc의 오염정도를 조사한 결과 

증류분에서 99Tc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Table 1-18. Recovery of 
3H from simulated spent PWR fuel dissolved solutions  

Test No Added, Bq Found, Bq Recovery, % Average, % RSD, %

H-1 665 650.5 97.8

97.9 0.9H-2 665 657.6 98.8

H-3 665 643.0 97.1

    나) 사용후핵연료 내 3H 정량 및 신뢰도 평가

2년 냉각시킨 37,000 MWd/MtU 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 0.849 g과 

CaCO3 2.5 g을 핫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용해 및 
14C 회수장

치(그림 1-42 참조)의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넣었다. 8 M HNO3를 용해 직전

에 넣고 12 시간동안 가열시킨 다음 용해용액을 무게를 알고 있는 폴리에틸

렌 용기로 옮겼다.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0.1 mL(약 60 mR/h)를 채취하여 

25 mL 용량 플라스크로 옮긴 다음 8 M HNO3으로 25 mL 되게 하여 최종 

시료용액으로 사용하 다. 

증류수 4.0 mL를 
3H 회수장치의 증류용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넣고 

NaOH 펠렛(약 1 g)과 비등석을 넣었다. 증류액을 모으기 위하여 20 mL 용

량의 플라스크를 증류액 수집기의 용출구 아래에 설치하 다. 냉각 콘덴서 

위에 증류수를 1 mL 넣어 증류액 수집기 용출구를 증류수로 채운 후 최종 

시료용액을 1.0 mL 넣고 가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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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9. Analytical result of the recovered distillate by ICP-MS  

Metal element Blank, ng/mL Test, ng/mL
Ba 12.2 3.7
Cd - -
Ce 0.1 -
Cs 0.3 0.1
Eu 4.1 -
Gd - -
La 1.3 -
Mo 0.9 -
Nd 0.1 -
Pd - -
Pr - -
Rb 12.9 0.1
Rh - -
Ru - -
Se - -
Sm - -
Sr 0.4 -
Te 1.1 -
Y 0.8 -
Zr 0.5 -
Sb 0.1 -
Sn 0.1 -
U 0.1 2.3

앞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3H를 회수한 결과 사용후핵연료 1 g에 12,891.6 

KBq[348.4 μCi (0.036 ㎍)/g SF]의 
3
H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3회 정량한 결

과, 상대표준편차는 1.4%이었다. 이는 Origen2 전산코드로 계산한 결과

[19,684 KBq (532 μCi (0.055 ㎍) 
3H/g SF]의 65.5%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

서의 결과는 지르칼로이 피복관에 함유되어 있는 3H을 정량하지 않았으나 

JAERI에서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1-37] 3H 생성량의 34.5%가 지르칼로이 

피복관으로 이동하 다고 판단된다.  

Origen2 전산코드로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핵연료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3H의 총량은 연소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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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3H이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지르칼로이 피복관으로 이동하고 사용후

핵연료와 피복관 간에 3H 분배비가 연소도에 따라 선형적 관계를 갖지 않는

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3H의 참값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물첨가법을 적용하여 사용후핵연료에 함유

되어 있는 3H의 정량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고자 하 다. 

5 개의 액체섬광계수용 용기에 섬광제 15 mL와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

여 얻은 증류액을 각각 1 mL씩 넣고 0.0∼300 Bq 범위의 3H2O 표준용액을 

첨가한 다음 2∼18.6 keV 범위에서 30 분간 각각 계측하 다.  증류액에 표

준물을 첨가하지 않은 시료와 첨가한 시료를 사용하여 그림 1-48와 같은 표

준물첨가곡선을 얻었다. 표준물을 첨가하지 않은 분석결과와 표준물을 첨가

한 분석결과는 각각 12,891 KBq/g SF 및 13,527 KBq/g SF로서 표준물첨가

법에 의한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표 1-20에서와 같이 최대 -4.7%의 편차를 

나타내었다. 

Table 1-20. Analytical results obtained by standard addition method

Experiment Standard Result, kBq/ g Spent Fuel Deviation, %

 Addition 
after 

distillation 

No addition 12,892 [348.4 μCi (0.036 ㎍)]
-4.7

Addition-1 13,527 [(365.6 μCi (0.038 ㎍)]

Addition
before 
distillation

No addition 12,738 [344.3 μCi (0.036 ㎍)]
-3.8

Addition-2 13,242 [357.9 μCi (0.037 ㎍)]
 

이와 별도로 3H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리 표준물을 첨가하여 증류과정

에서부터 분석신뢰도를 평가하 다. 그림 1-49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준물을 

첨가하지 않은 분석결과와 표준물을 첨가하여 얻은 분석결과는 각각 

12,738,086 Bq [344.3 μCi (0.036 ㎍)]/g SF 및 13,242,347.6 Bq [357.9 μCi 

(0.037 ㎍)]/g SF로서 표준물첨가법에 의한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3.8%의 

편차를 보 다(표 1-20 참조).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에 함유되어 있는 3H을 증류법만으로도 선택적으로 분리, 회수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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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한편, 공존 성분원소들에 의한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림 

1-50에서와 같은 증류액으로부터 Sb, Ce 및 Cs 핵종들이 극미량 검출되었으

나 정량에는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4.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화학적 평균 연소도 측정기술 개발

  가. 대표시료 채취방법 선정 및 균질도 검증

일정한 규격의 용기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모집단)의 

화학적 평균 연소도 측정과 화학분석을 위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하고 모집단이 균질한가를 판정하는 기술은 분석결과의 신

뢰도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시료준비과정의 적합성 

판정과 분석해야할 시료의 개수 결정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화학분석에서 측정값의 분산을 초래하는 요인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측정 우연오차 같은 우연적 요인으로 측정에서 피할 수 없을 뿐 아

니라 이로 인해 측정할 때마다 측정값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고정

적 요인으로 시료 보관조건, 분석방법 또는 분석자와 같이 조절이나 변경이 

가능한 요인을 들 수 있으며 실제 분석결과는 이런 두 가지 요인에 의한 분

산들이 합쳐져서 얻어진다.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은 각 

요인에 해당하는 분산을 개별적으로 분리해 내서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 통

계적 기법이다[1-38∼1-42]. 예를 들면, 평균값 사이의 차이가 측정오차 때문

인지 실제 성분함량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산분석을 이용해서 판단

할 수 있으며 또한, 몇 가지 우연적 요인들이 공존할 때 요인별 분산을 추정

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모집단의 균질성 평가에 분산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로부터 평균 연소도 측정(또

는 화학분석 등)을 위한 대표시료를 채취하는 절차와 채취한 시료의 측정값

들을 바탕으로 용기에 들어있는 산화분말의 균질 및 불균질 여부를 통계적 

기법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다.  

   (1) 저장용기 규격 및 시료채취점 분할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대표시료 채취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화분

말 저장용기를 규격화하 다[1-43]. 저장용기의 규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산

화분말의 tap density는 2.9 g/mL, 저장할 산화분말의 양과 부피는 batch 당 



0 500 1000 1500 2000

102

103

104

 

 

Energy(keV)

C
O
U
N
T
S C
s
-
1
3
4
(6

0
4
.6

6
 k

e
V
)

C
s
-
1
3
4
(6

6
6
1
.6

2
 k

e
V
)

C
s
-
1
3
4
(7

9
5
.7

6
 k

e
V
)

A
n
n
ih

i(
5
1
1
 k

e
V
)

C
e
-
1
4
4
(1

3
3
.5

1
 k

e
V
)

K
-
4
0
(1

4
6
0
 k

e
V
)

S
b
-
1
2
5
(4

2
7
.8

9
 k

e
V
)

Fig. 1-50. Gamma radionuclides detected in a distill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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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g(69 mL)을 기준으로 하 다. 따라서 저장용기의 규격은 지름 50 mm와 

높이 60 mm로 설정하 다(그림 1-51 참조). 산화분말 저장용기를 4 개의 층

상구역으로 나누고 각 층을 세분(27 구간)하여 저장용기 내부공간을 총 108 

개 구역의 시료채취점(sampling point)으로 규격화하고 각 구역에 대해 0에

서부터 107번까지 번호를 부여하 다. 

   (2) 대표시료 채취방법         

규격화한 산화분말 저장용기로부터 대표시료 채취방법을 확립하고 통계

적 기법으로 균질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산화분말과 같이 입자로 이루어진 

그리고 연소도가 각각 다른 여러 개의 산화분말을 물리적으로 혼합하여 만

든 모집단에서 임의시료(random sample)를 채취하는 실험을 구상하 다. 원

통형 판에 일련번호(0∼107)를 부여한 동일 부피의 시료 채취점이 균일하게 

분포된 시료추출용기를 제작하고 2 성분시료로서 2 mm 직경의 무색 및 갈

색 glass bead를 준비하 다. 갈색의 glass bead는 무색의 glass bead를 감

마선 조사시켜 준비하 다[감마선원; 60Co 94,767 Ci(8.31 x 105 Rad/hr,  조

사시간; 2 시간 24 분]. 갈색의 glass bead 300 g과 무색의 glass bead 300 

g을 시료혼합용기에 넣고 뚜껑을 한 다음 wrist action shaker에 장착한 후 

최대 stroke로 각각 10 초, 1, 3, 10 및 20 분간 흔들어 혼합함으로써 균질도

가 다른 5 종의 모집단을 만들었다. 혼합용기를 shaker로부터 분리한 다음 

혼합된 glass bead를 순간적으로 시료추출용기에 쏟아 넣음으로써 glass 

bead가 108 개의 시료채취점에 분배되게 하 다. 각 시료채취점에서 채취된 

시료 중의 무색 및 갈색 glass bead를 계수(시료채취점 당 170∼210 개)하고 

갈색 glass bead의 채취율을 계산하 다. 

EXCEL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난수(random umber)를 발생시켜 

108 개 시료채취점에서 필요한 개수(시료수)만큼의 시료채취점을 무작위로 

선정하는데 이용하 다[1-44, 1-45]. 혼합시간과 시료수(난수 부여에 의해 선

정된 시료채취점의 개수)를 변화시켜 보았으며, 이들 시료를 측정한 값(갈색 

glass bead의 채취율)의 평균값과 편차를 구하 다(표 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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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1. Sample container and sampling points for micro-sampling 
of spent PWR fuel powder oxid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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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1. Measured results for the sampling points from the population 

blended for 3 minutes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Mean  Variance

 R1   59   32   81   25   5   77  104   57   26   43

(47.8) (43.1) (51.3) (51.9) (53.3) (52,9) (47.3) (43.2) (44.3) (44.1)  (47.92)  (15.462)

 R2   47   28   29   48   72   65   68   45   94   84

(45.6) (47.3) (50.5) (53.2) (52.2) (56.7) (47.3) (48.4) (51.9) (51.6)  (50.47)  (10.068)

 R3   75   34  106   80   11   92   16   38   23   74

(43.8) (47.8) (41.1) (44.6) (51.8) (48.4) (52.7) (49.5) (53.7) (47.5)  (48.09)  (14.845)

 

 C1-C10: sample number 

 R1, R2, R3: sets of sampling points selected by the generation of random numbers  

 (  ) : value measured in sample point of random number. 

   (3) 모집단의 균질도 판정 

채취한 시료(각각 10 초, 1 분 및 20 분 동안 혼합한 후 임의추출한 시

료)를 측정한 값들에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모집단들의 균질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표 1-22에서와 같이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 및 기록하 다.  

      - 표 1-22의“Classification”란에는 시료를 채취해야 할 모집단의 구분 

또는 분류상의 특성(여기에서는 시료 혼합시간), “Sampling Number”란에는 

저장용기로부터 시료채취(샘플링) 일련번호, “No. of Sample (k)”란에는 취한 

시료수, “Sample Size (n)”란에는 시료 각각에 대한 측정 회수(여기에서는 5 

회)를 기록한다. 

      - 재평균값을 아래와 같이 구하여 표 1-22의 “Overall Mean ( x)”란

에 기록하고 아래와 같이 pooled sample variance(sp
2
)를 계산한다. 여기서 x

는 한 시료에 대하여 n 회 측정한 평균값을 k 개의 시료에 대하여 재평균한 

값이며Σ
1

k

,(xi - x)
2는 각 시료에 대한 측정 평균값과 재평균값의 차이(여기서

는 5%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의 제곱의 합이다. 

          sp
2 = Σ

1

k

(xi - x)
2 / n-1  

          [혹은, sp
2 = (n-1)(s1

2 + s2
2+ --- + sk

2) / k(n-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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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2. Determination of homogeneity for arbitrary samples by

statistical methods     

 Classi-
 fication 

 Sampling
 Number

 No. of
 Sample
   (k)   

 Sample 
  Size
   (n)

 Overall
  Mean

 ( x  )

 
   Fcalc.
          
(nsx

2/sp
2)

   Fcrit.*
           
[F0.05(9,40)] 

 Homogene-
 ous Material
 (Fcalc.<Fcrit.)

    1 10 5    45.81 147.61 2.12 X

2 10 5 45.15 129.22 2.12 X

10 sec 3 10 5 49.62 136.31 2.12 X

4 10 5 39.73 177.60 2.12 X

 5 10 5 53.96 152.55 2.12 X

   1 10    5 47.29   1.47 2.12 O

2 10 5 48.88   3.75 2.12 X

1 min 3 10 5 50.75   8.12 2.12 X

4 10 5 48.82   2.25 2.12 X

   5 10 5 48.18   2.07  2.12 O

   1 10 5 50.42   1.13 2.12 O

2 10 5 50.12   1.44 2.12 O

20 min 3 10 5 49.95   2.08 2.12 O

    4 10 5 50.55   1.79 2.12 O

5 10 5 50.05   1.68 2.12 O

  

nsx
2
: between sample variance,  sp

2 
: pooled sample variance

* Fcrit[= Fα|k-1,k(n-1)|]: critical values of the F distribution(P=95%, one-sided).  

또한 시료간 분산(between sample variance ; nsx
2)을 아래와 같이 계산

하고 두 계산값의 비로부터 F-계산값을 구하여 표 1-22의 “Fcalc.(= nsx
2
/sp
2
)"

란에 기록한다. 여기서 sx
2는 각 시료에 대한 측정 평균값을 이용하여 k 개

의 시료에 대하여 구한 분산이다. 

          nsx
2
 = n ∑

k

i
(xi - x)

2 / k-1 

      - 표 1-23의 편측 F-분포표 또는 문헌[1-38∼1-42] 상의 자료를 이용하

여 95% 신뢰구간에서의 F-임계값을 계산하고 표 1-22의 “Fcrit.{=F0.05[k-1,k(n-1)]}"

란에 기록한다. 분자(numerator)의 자유도(ν1)는 (k-1), 분모(denominator)의 

자유도(ν2)는 k(n-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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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3. F-distribution(α=0.05, one-sided)            

  ν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6 20

ν2
1 161 200 216 225 230 234 237 239 241 242 243 244 245 246 248

2 18.51 19.00 19.16 19.25 19.30 19.33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3 10.13 9.55 9.28 9.12 9.01 8.94 8.88 8.84 8.81 8.78 8.76 8.74 8.71 8.69 8.66

4 7.71 6.94 6.59 6.39 6.26 6.16 6.09 6.04 6.00 5.96 5.93 5.91 5.87 5.84 5.80

5 6.61 5.79 5.41 5.19 5.05 4.95 4.88 4.82 4.78 4.74 4.70 4.68 4.64 4.60 4.56

6 5.99 5.14 4.76 4.53 4.39 4.28 4.21 4.15 4.10 4.06 4.03 4.00 3.96 3.92 3.87

7 5.59 4.74 4.35 4.12 3.97 3.87 3.79 3.73 3.68 3.63 3.60 3.57 3.52 3.49 3.44

8 5.32 4.46 4.07 3.84 3.69 3.58 3.50 3.44 3.39 3.34 3.31 3.28 3.23 3.20 3.15

9 5.12 4.26 3.86 3.63 3.48 3.37 3.29 3.23 3.18 3.13 3.10 3.07 3.02 2.98 2.93

10 4.96 4.10 3.71 3.48 3.33 3.22 3.14 3.07 3.02 2.97 2.94 2.91 2.86 2.82 2.77

11 4.84 3.98 3.59 3.36 3.20 3.09 3.01 2.95 2.90 2.86 2.82 2.79 2.74 2.70 2.65

12 4.75 3.88 3.49 3.26 3.11 3.00 2.92 2.85 2.80 2.76 2.72 2.69 2.64 2.60 2.54

13 4.67 3.80 3.41 3.18 3.02 2.92 2.84 2.77 2.72 2.67 2.63 2.60 2.55 2.51 2.46

14 4.60 3.74 3.34 3.11 2.96 2.85 2.77 2.70 2.65 2.60 2.56 2.53 2.48 2.44 2.39

15 4.54 3.68 3.29 3.06 2.90 2.79 2.70 2.64 2.59 2.55 2.51 2.48 2.43 2.39 2.33

16 4.49 3.63 3.24 3.01 2.85 2.74 2.66 2.59 2.54 2.49 2.45 2.42 2.37 2.33 2.28

17 4.45 3.59 3.20 2.96 2.81 2.70 2.62 2.55 2.50 2.45 2.41 2.38 2.33 2.29 2.23

18 4.41 3.55 3.16 2.93 2.77 2.66 2.58 2.51 2.46 2.41 2.37 2.34 2.29 2.25 2.19

19 4.38 3.52 3.13 2.90 2.74 2.63 2.55 2.48 2.43 2.38 2.34 2.31 2.26 2.21 2.15

20 4.35 3.49 3.10 2.87 2.71 2.60 2.52 2.45 2.40 2.35 2.31 2.28 2.23 2.18 2.12

21 4.32 3.47 3.07 2.84 2.68 2.57 2.49 2.42 2.37 2.32 2.28 2.25 2.20 2.15 2.09

22 4.30 3.44 3.05 2.82 2.66 2.55 2.47 2.40 2.35 2.30 2.26 2.23 2.18 2.13 2.07

23 4.28 3.42 3.03 2.80 2.64 2.53 2.45 2.38 2.32 2.28 2.24 2.20 2.14 2.10 2.04

24 4.26 3.40 3.01 2.78 2.62 2.51 2.43 2.36 2.30 2.26 2.22 2.18 2.13 2.09 2.02

25 4.24 3.38 2.99 2.76 2.60 2.49 2.41 2.34 2.28 2.24 2.20 2.16 2.11 2.06 2.00

26 4.22 3.37 2.98 2.74 2.59 2.47 2.39 2.32 2.27 2.22 2.18 2.15 2.10 2.05 1.99

27 4.21 3.35 2.96 2.73 2.57 2.46 2.37 2.30 2.25 2.20 2.16 2.13 2.08 2.03 1.97

28 4.20 3.34 2.95 2.71 2.56 2.44 2.36 2.29 2.24 2.19 2.15 2.12 2.06 2.02 1.96

29 4.18 3.33 2.93 2.70 2.54 2.43 2.35 2.28 2.22 2.18 2.14 2.10 2.05 2.00 1.94

30 4.17 3.32 2.92 2.69 2.53 2.42 2.34 2.27 2.21 2.16 2.12 2.09 2.04 1.99 1.93

32 4.15 3.30 2.90 2.67 2.51 2.40 2.32 2.25 2.19 2.14 2.10 2.07 2.02 1.97 1.91

34 4.13 3.28 2.88 2.65 2.49 2.38 2.30 2.23 2.17 2.12 2.08 2.05 2.00 1.95 1.89

36 4.11 3.26 2.86 2.63 2.48 2.36 2.28 2.21 2.15 2.10 2.06 2.03 1.98 1.93 1.87

38 4.10 3.25 2.85 2.62 2.46 2.35 2.26 2.19 2.14 2.09 2.05 2.02 1.96 1.92 1.85

40 4.08 3.23 2.84 2.61 2.45 2.34 2.25 2.18 2.12 2.07 2.04 2.00 1.95 1.90 1.84

 ν1 = number of degrees of freedom of the numerator and

 ν2 = number of degrees of freedom of the denominator.

      - 위에서 구한 계산값(Fcalc.)과 문헌상의 임계값(Fcrit.)을 비교하여 채취

시료에 대응되는 모집단의 균질도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표 1-22의 

“Homogeneous Material"란에 기록한다. 비교결과, Fcrit. > Fcalc.인 경우, 그 

모집단은 균질한 것으로 판정하며 이의 반대인 경우의 모집단은 불균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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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정한다.  

혼합시간별 모집단에 대한 균질도를 판정한 결과, 10 초 혼합한 시료의 

경우 5 회 샘플링(매회 10 개씩)하여 균질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불균질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1 분간 혼합한 후 채취한 시료의 경우 일부 시료만이 모

집단이 균질하다는 결과를 보 으며, 20 분간 혼합한 후 채취한 시료의 측정

결과들은 모두 모집단이 균질하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4) 대표값의 신뢰구간 설정  

“(3)”의 과정에 의해 모집단이 균질한 것으로 판정되면 채취한 시료 측정

값의 평균이 그 모집단의 대표값이 된다. 그러나 “(3)”의 과정에 의하여 모집

단이 불균질한 물질로 판정되었을 경우, 측정결과가 대표값으로 사용 가능한

지 여부와 사용할 경우 대표값의 신뢰구간을 기술해야 하므로 판정을 위하

여 표 1-24, 1-25 및 1-26의 각 항목별로 계산 및 기록한다.   

      - 표 1-24의 “Classification"란에는 시료를 채취해야 할 모집단의 구

분 또는 분류상의 특성(여기에서는 시료 혼합시간), “No. of Sample (k)"란에

는 채취한 시료수, “Measurement Value"란에는 채취한 시료 각각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1회 측정값 또는 수회 측정 평균값), “Mean ( x)"란에는 여러 

측정값에 대한 평균값을 기록한다.   

      - 표 1-24의 “Variance (s2)"와 “Standard Deviation (s)"란에는 이 들 

측정값과 평균값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기록한다.    

      - 표 1-25의 “Classification"란에는 시료를 채취해야 할 모집단의  구

분 또는 분류상의 특성(여기에서는 시료 혼합시간), “Sample Size (n)"란에는 

채취한 시료수(= k), “True Value (μ)"란에는 모평균값(population mean), 즉, 

이론적 계산이나 분석에 의한 시료전체의 평균값(여기서는 같은 양의 2 종의 

glass bead를 혼합하 으므로 50)을 기록한다. 

      - 위에서 구한 값( x, μ, s, n)을 이용하여 아래 식으로 t-계산값(절대

값)을 구하고 Table 5의 “Calculated Value (∣tcalc.⃒)"란에 기록한다.   

        ∣tcalc.⃒=⃒( x  - μ)⃒/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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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4. Sample distribution of mean 

Classifi
-cation

No. of
Sample
(k) 

Measured value
 Mean

 ( x  )
Variance
(s2)

Standard
Deviation
(s)

5

62.0

63.0

3.1

5.8

85.4

43.86 138.27 11.76

10 sec

10

19.6

11.5

5.4

84.5

9.8

62.0

71.4

64.1

60.9

68.9

45.81 92.26 9.61

15

17.5

61.7

31.2

78.8

12.5

29.0

15.2

71.4

21.5

87.8

88.7

64.9

72.2

75.5

60.0

52.53 78.57 8.86

20

63.2

61.3

63.0

79.7

70.7

70.1

76.6

54.4

45.9

51.8

4.7

15.8

22.4

11.5

60.0

84.0

73.2

12.2

73.9

19.6

50.70  68.98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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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5. Determination of representative value by statistical evaluation 

of the sample data

Classi-
fication

Sample
Size
(n)

True
Value
(μ)

Calculated
Value*
∣tcalc.⃒

Critical
Value
(tcrit.)

Criteria**
(∣tcalc.⃒<tcrit.)

Representative 
Value***

x  ± tcrit.s/√n 

5   50 0.37

  

  2.78 o 43.86 ± 46.16

10 sec 10   50 0.44 2.26 o 45.81 ± 21.72

15   50 0.35 2.14 o 52.53 ± 15.50

20   50 0.12 2.09 o 50.70 ± 12.28

 *∣tcalc.⃒=⃒( x  - μ)⃒/s√n, 

   μ : true value(mean of population), x  : mean measured,

   s : standard deviation measured, n : sample size,

 **∣tcalc.⃒<tcrit. : criteria for representative value in t-test,

 *** Representative value at 95% confidence interval,             

     95% confidence limit of μ = x  ± tcrit.(ν,α/2)s/√n, 

     tcrit. : critical value for a two-tailed test 

     ν : degree of freedom(= n-1), α : significance level(= 0.05).

                       ←   Confidence Interval   →

       

                  x  - tcrit.s/√n      x         x  + tcrit.s/√n          

              Lower confidence limit         Upper confidenc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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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6. Critical values of t distribution

   Single-sided test  Double-sided test

DF
 α

DF
α

0.005 0.01 0.05 0.1 0.005 0.01 0.05 0.1

1 63.7 31.8 6.31 3.08 1 127 63.7 12.7 6.31

2 9.92 6.96 2.92 1.89 2 14.1 9.92 4.30 2.92

3 5.84 4.54 2.35 1.64 3 7.45 5.84 3.18 2.35

4 4.60 3.75 2.13 1.53 4 5.60 4.60 2.78 2.13

5 4.03 3.36 2.01 1.48 5 4.77 4.03 2.57 2.01

6 3.71 3.14 1.94 1.44 6 4.32 3.71 2.45 1.94

7 3.50 3.00 1.89 1.42 7 4.03 3.50 2.36 1.89

8 3.36 2.90 1.86 1.40 8 3.83 3.36 2.31 1.86

9 3.25 2.82 1.83 1.38 9 3.69 3.25 2.26 1.83

10 3.17 2.76 1.81 1.37 10 3.58 3.17 2.23 1.81

11 3.11 2.72 1.80 1.36 11 3.50 3.11 2.20 1.80

12 3.05 2.68 1.78 1.36 12 3.43 3.05 2.18 1.78

13 3.01 2.65 1.77 1.35 13 3.37 3.01 2.16 1.77

14 2.98 2.62 1.76 1.34 14 3.33 2.98 2.14 1.76

15 2.95 2.60 1.75 1.34 15 3.29 2.95 2.13 1.75

16 2.92 2.58 1.75 1.34 16 3.25 2.92 2.12 1.75

17 2.90 2.57 1.74 1.33 17 3.22 2.90 2.11 1.74

18 2.88 2.55 1.73 1.33 18 3.20 2.88 2.10 1.73

19 2.86 2.54 1.73 1.33 19 3.17 2.86 2.09 1.73

20 2.85 2.53 1.72 1.32 20 3.15 2.85 2.09 1.72

21 2.83 2.52 1.72 1.32 21 3.14 2.83 2.08 1.72

22 2.82 2.51 1.72 1.32 22 3.12 2.82 2.07 1.72

23 2.81 2.50 1.71 1.32 23 3.10 2.81 2.07 1.71

24 2.80 2.49 1,71 1.32 24 3.09 2.80 2.06 1.71

25 2.79 2.48 1.71 1.32 25 3.08 2.79 2.06 1.71

26 2.78 2.48 1.71 1.32 26 3.07 2.78 2.06 1.71

27 2.77 2.47 1.70 1.31 27 3.06 2.77 2.05 1.70

28 2.76 2,47 1.70 1.31 28 3.05 2.76 2.05 1.70

29 2.76 2.46 1.70 1.31 29 3.04 2.76 2.05 1.70

30 2.75 2.46 1.70 1.31 30 3.03 2.75 2.04 1.70

40 2.70 2.42 1.68 1.30 40 2.97 2.70 2.02 1.68

60 2.66 2.39 1.67 1.30 60 2.91 2.66 2.00 1.67

120 2.62 2.36 1.66 1.29 120 2.86 2.62 1.98 1.66

∞ 2.58 2.33 1.64 1.28 ∞ 2.81 2.58 1.96 1.64

 DF : number of degrees of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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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26의 오른쪽 t-table[double-sided test(혹은 two-tailed test)] 

또는 문헌[1-38∼1-42] 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95% 신뢰도 범위에서의 t-임

계값[tcrit.(ν,α/2)]을 구하고 표 1-25의 “Critical Value (tcrit.)"란에 기록한다. 표 

1-26의 t-임계값은 자유도(ν) n-1, significance level(α) 0.05에 대한 값이다. 

      - 구한 t-계산값(∣tcalc.⃒)과 t-임계값(tcrit.)을 비교하여 측정한 평균값

( x  )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Criteria"란에 기

록한다. 비교결과,∣tcalc.⃒<tcrit.인 경우 측정한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가능

하다.  

      - 비교결과, 측정한 평균값이 대표값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었

을 경우, 위에서 구한 값을 이용하여 아래 식으로 95% 신뢰구간에서의 대표

값[=모평균값(μ)]을 구하고 그 결과를 표 1-25의 “Representative Value"란에 

기록한다. x  + tcrit.s/√n는 대표값의 상한값, x  - tcrit.s/√n는 대표값의 하

한값에 해당한다.      

균질도 판정절차에 의하여 불균질한 모집단(10 초 혼합)으로부터 각각 5, 

10, 15, 20 개의 시료를 취하여 측정결과에 대한 각각의 평균값과 분산을 구

한 결과를 표 1-27에 나타냈으며 시료수가 증가할수록 평균값은 참값(50)에 

가까워지고 분산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임의시료 채취

법에 따라 모집단으로부터 5 개 정도의 대표시료를 취해서 균질도 판정절차

에 의하여 균질 여부를 확인하고 불균질한 모집단으로 판명되면 수용 가능

한 오차범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채취시료의 개수를 결정해야 된다. 

t-test 통계적 기법으로 측정한 평균값이 대표값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판정

하기 위해서는 t-계산값과 비교하기 위한 t-임계값을 구해야 한다. 표 1-25

의 채취시료수별 구해진 t-임계값 모두가 t-계산값보다 낮게 나타났으므로 

통계기법상 4 가지 경우 모두 측정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측정을 위한 채취시료수(n)가 적을수록 95% 신뢰구간의 

폭은 점점 넓어졌다. 이 결과는 표 1-26에서와 같이 참값을 계산된 신뢰구간

의 상한값과 하한값의 범위로 나타내었을 때 더욱 명확하다. 채취시료수(n)

가 많을수록 신뢰구간의 폭은 좁아지고 측정값은 참값과 가까운 값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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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7.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mean

Classi-
fication

Sample
Size
(n)

Mean

( x  )

Critical
Value
(t)

Standard 
Deviation
(s)

Confidence Interval

x-ts/√n <μ< x+ts/√n

10 sec.

5 43.86 2.78 37.19    0 < μ < 90.02

10 45.81 2.26 30.37 24.09 < μ < 67.53

15 52.53 2.14 28.03 37.03 < μ < 68.03

20 50.70  2.09 26.26 38.42 < μ < 62.98

  나. 이온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지표원소 분리 및 평균 연소도 측정 

   (1) 역상분리관에서 U 용리거동 

    가) PRP-1 분리관에서 U의 용리거동

우라닐 이온과 α-HiBA에 의해 형성된 중성의 uranyl-αHiBA 착물은 소

수성 인력(hydrophobic attraction)에 의해 역상분리관에 강하게 흡착된다. 다

량의 우라닐 이온 시료를 α-HiBA 용리액을 사용하여 PRP-1 역상분리관에 

용리하 다. 주입 시료량, 용리액의 농도, 시료매질의 pH, 시료매질(α-HiBA) 

의 농도 등을 각각 변화시키면서 크로마토그램을 얻었다. 그림 1-52에 0.25 

M α-HiBA 용리액의 농도에서 U의 농도를 변화시켰을 때(100 μL의 UO2
2+ 

용액 100 μg/mL∼6000 μg/mL)의 크로마토그램을 나타내었다. 그림 1-5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시료량이 증가할수록 머무름 시간이 감소하 으며, 피크

모양은 앞부분이 날카롭고 뒷부분은 약간의 꼬리끌기 현상을 나타내었다

(sharp front and rectangular triangle type). 이와 같은 현상은 Langmuir 흡

착에 의한 현상으로 타 연구자의 결과와도 잘 일치한다[1-46]. 

)1........()1)(( 22/1
, foorpof Lttttt −−++=



Fig. 1-52. An overlay of chromatograms of uranium in 0.1 M α-HiBA
matrix on PRP-1 column at 0.25 M α-HiBA  eluent. Column; PRP-1, 
15 cm x 0.41 cm, 5 µm particle size, Eluent;  0.25 M α-HiBA at pH 
3.8. Flow rate; 1  mL/min. Sample; 100 µL of U in 0.1 M α-HiBA at 
pH ~3, Detection ; 414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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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f 는 용량 계수(loading factor), tf  는 shock front peak의 머무

름 시간, to 는 용매피크의 머무름 시간, tp  는 시료주입 시간, tr,o 는 분석조

건에서의 시료피크의 머무름 시간, Cmo  는 주입시료의 농도, V  는 주입시료

의 부피이다. 그리고 시료의 매질은 α-HiBA이었으며 이때 시료매질의 농도

는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U과 충분히 착물을 만들 수 있도록  0.1 M α

-HiBA(pH 3.0)로 하 다. 식 (1)을 이용하여 시료주입량에 따른 머무름 시

간을 측정하여 용량계수(loading factor)를 구하 다. 그리고 (2) 식을 이용하

여 용량계수로부터 흡착용량(column capacity)을 구하여[1-46] 표 1-28에 나

타내었다. 표 1-28에서 보는 바와같이 0.25M α-HiBA 용리액에서 분리관의 

U 흡착용량은 약 11 mg이었으며, 용리액의 농도변화에 따라 흡착용량이 거

의 일정하 다.

Table 1-28. Column capacities measured using uranium solutions on 

the reversed phases

Column
Mobile Phase
(α-HiBA, pH 3.8)

Sample Medium
(α-HiBA, pH 3.0)

Capacity
(mgU±1S)

PRP-1
(15 cm x 0.41 cm,

5 μm)

0.25 M
0.1 M 11.2±0.8 (n=5)

0.025 M 11.1±1.0 (n=5)

0.025 M
0.1 M 8.9±1.0 (n=3)

0.025 M 11.2±0.5 (n=5)

LC-18
(15 cm x 0.46 cm,

3 μm)

0.25 M
0.1 M 16.0±0.1 (n=2)

0.025 M 16.2±0.3 (n=3)

0.025 M
0.1 M 19.3±1.6 (n=4)

0.025 M 20.6±2.5 (n=5)

이것은 styrenedivinyl benzene copolymer phase(PRP-1) 에서는 α-HiBA 

농도변화가 우라늄 흡착에 거의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2..(....................
f

o

L
VCmCapa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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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53에는 같은 농도의 용리액 조건에서 시료매질의 농도가 0.02 5M α

-HiBA인 경우의 크로마토그램을 나타내었으며 그림 1-52과 거의 같은 피크

모양과 머무름 시간을 나타내었다. 그림 1-54 및 그림 1-55에는 0.025 M α

-HiBA 농도에서의 크로마토그램을 각각 나타내었는데 피크모양이 오목한

(concave shape) 형태를 보 다. 이와 같은 현상은 α-HiBA의 농도가 낮은  

조건에서 많은 양의 시료를 주입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용량계수가 증

가할수록 분리관 효율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1-47] 그림 

1-56에는 주입하는 시료매질의 pH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의 변화를 나타내었

는데, pH가 높을수록 머무름 시간이 짧아지고 피크 높이가 높아졌다. 이것은 

pH가 높을수록 UO2-αHiBA 착물이 많이 만들어 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pH 4.05 에서는 피크높이가 오히려 낮았으며 피크 뒷부분에 확인되지 않은 

큰 피크가 나타났고, pH 1.84에서는 용매피크 위치에 큰 피크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pH 4.05 에서는 uranyl hydroxide의 침전물이 나타나고, 

pH 1.84에서는 착화되지 않은 uranyl 이온이 흡착되지 않고 용출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1-57에는 용량계수에 따른 분리관 효율을 나타내었는데 

용량계수가 감소할수록 분리관 효율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식 

(3)를 이용하여 계산한 값과 비교하 는데 실험치가 계산값 보다 낮은 분리

관 효율을 나타내었다. 식에서 N은 이론단수를 그리고 No는 이상조건에서 

이론단수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실험값과 계산값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계산에 사용된 식

은 단일 화학종에 대한 흡착현상을 표현한 것인데 실제 실험에서는 여러 종

의 uranyl-αHiBA 착물[(UO2)(HiBA)2, (UO2)(HiBA)
+, (UO2)(HiBA)3

- 및 

UO2
2+]이 만들어지며 이로 인해 피크가 넓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58과 1-59에 α-HiBA 농도 및 U 농도변화에 따른 uranyl α

-HiBA 착물의 종류 및 농도변화를 각각 나타내었다.

    나) C18 분리관에서 U의 용리거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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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3. An overlay of chromatograms of uranium in 0.025 M α-HiBA matrix 
on PRP-1 column at 0.25 M α-HiBA eluent. ; PRP-1, 15 cm x 0.41 cm, 5 µm 
particle size, Eluent 0.25 M α-HiBA, pH 3.8, Flow rate ; 1 mL/min., Sample ; 
100 µ L of U in 0.025 M α -HiBA at pH ~3, Detection ; 414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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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4. An overlay of chromatograms of uranium in 0.1 M α-HiBA
matrix on PRP-1 column at 0.025 M α-HiBA  eluent. Column; PRP-1, 
15 cm x 0.41 cm, 5 µm particle size, Eluent 0.025 M α-HiBA, pH 3.8, 
Flow rate; 1 mL/min., Sample; 100 µ L of U in 0.1 M α-HiBA at pH 
~3, Detection; 414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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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5.  An overlay of chromatogram of uranium in 0.025 M α-HiBA
matrix on PRP-1 column at 0.025 M α-HiBA  eluent. Column; PRP-1, 
15 cm x 0.41 cm, 5 µm particle size, Eluent ; 0.025M a-HiBA, pH 3.8, 
Flow rate; 1 mL/min., Sample; 100 µL of U in 0.025 M α-HiBA at pH ~3, 
Detection; 414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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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6. Effect of pH  on elution of uranium on PRP-1 column. Column; 
PRP-1 (15 cm x 0.41 cm, 5 µm particle size), Eluent 0.025 M α-HiBA, pH 
3.8, Flow rate; 1 mL/min, Sample; 100 µL of  3000 mg U/mL in 0.05 M α-
HiBA,  Detection; 414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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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7. Plot of logarithm of loading factor(Lf) versus logarithm of 
plate Number(N): (1) Measurement using eq, N=16(Tf/W)2 (2) 
calculation using eq, N=No/ (1+0.25NoLf) at ko'= 11.5(10 mg samp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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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8. Variation of uranyl-α-HiBA complexes as a function of 
uranium concentration at 0.25 M α-HiBA eluent.Log K=3.61, Log 
b1=3.02, Log b2=4.85, Log b3=6.38, [α-HiBA] = 0.25M, pH 3.8.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S

pe
ci

es

U concentration, µg/mL

UO2L3
-

UO2L2

UO2L
+ UO2

2+

 

- 145 -



Fig. 1-59. Variation of uranyl-α-HiBA complexes as a function of uranium 
concentration at 0.025 M α-HiBA eluent. Log K=3.61, Log b1=3.02,Logb2= 
4.85, Log b3=6.38, [α-HiBA] = 0.025M, pH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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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1 분리관에서와 같이 C18 분리관에서도 다량의 U에 대한 용리거동

을 조사하 다. 그림 1-60 및 1-61에 0.25M α-HiBA와 0.025M α-HiBA 용

리액에서의 크로마토그램을 각각 나타내었다. 이들 크로마토그램은 PRP-1 

분리관에서의 것과 완전히 다른 용리거동을 보 다. 즉, 머무름 시간이 짧고 

비틀어진 피크모양(distorted Gaussian peak shape)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두 역상분리관의 화학적 및 물리적인 특성이 

서로 다른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서로 다른 소수성 및 분리관 효율에서 오

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시료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머무름 시간이 감소

하는 현상은 앞의 PRP-1 분리관에서와 동일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C18 분리관의 흡착용량 역시 용리액의 농도변화에 따라 측정하여 표 1-28에 

나타내었다. 표 1-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농도(0.025 M α-HiBA)의 용

리액에서 U의 흡착용량은 약 20 mg이었으며, 높은 농도(0.25 M α-HiBA)의 

용리액에서는 약 16 mg이었다. 즉, 용리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낮은 흡착용량

을 보이는 것은 α-HiBA의 농도가 높을수록 중성의 α-HiBA 분자수도 같이 

증가하여 uranyl-αHiBA 착물과 역상에서 서로 경쟁반응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C18 분리관의 흡착용량이 PRP-1 분리관의 흡착용량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0.025 M α-HiBA 용리액 조건에서 5,000 μg U/mL의 

U 용액을 최대 4 mL 까지 주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62에는 

주입시료의 pH 변화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을 나타내었다. PRP-1 분리관에서

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피크모양이 더 좁고 머무름 시간은 더 짧았다. 그림 

1-63에는 용량계수 변화에 따른 분리관 효율을 나타내었으며 아울러 계산값

과 서로 비교하 다. 용량계수가 감소할수록 분리관 효율이 높았으며 계산값 

보다 실험값이 낮은 분리관 효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uranyl-αHiBA 착물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2)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지표원소의 분리

두 역상 분리관(C18/PRP-1)에 대한 U의 머무름 거동을 비교한 후 흡착

용량이 큰 C18 분리관을 연소도 측정에 활용하 다. 역상분리관과 양이온교

환체를 결합한(coupled column)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그림 1-64 참조)에서 

단계적 용리조건(stepwise gradient elution)으로 U 매질로부터 미량의 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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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0.  An overlay of chromatograms of uranium on C18 column at 
0.25 M α-HiBA eluent. Column: LC-18(15 cm x 0.46 cm, 3 µm particle 
size), Eluent 0.25 M α-HiBA, pH 3.8, Flow rate:1 mL/min., Sample 
injected; 100 µL of U in 0.1 M α-HiBA  at pH ~3, Detection : 414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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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1. An overlay of chromatogram of uranium on C18 column 
at  0.025 M α-HIBA eluent. Column; LC-18 (15 cm x 0.46cm, 3 µm 
particle size), Eluent 0.025 M α-HiBA, pH 3.8, Flow rate: 1 
mL/min., Sample injected 100 µL of  U in 0.1 M α-HiBA
at pH ~3, Detection; 414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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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2.  Effect of pH on elution of Uranium on C18 column. Column; LC-
18(15 cm x 0.46 cm, 3 µm particle size), Eluent 0.025 M α-HiBA, pH 3.8, 
Flow rate: 1 mL/min. Sample; 100 µL of 3000 mg U/mL in 0.05M α-HiBA, 
Detection; 414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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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3.  Plot of logarithm of loading factors versus logarithm of 
plate number: (1) measurement using eq, N=16(Tf/W)2, (2) 
calculation using eq, N=No/(1+0.25NoLf) at ko'=5.05(10 mg samp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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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원소를 차례로 분리하 다. 0.025 M α-HiBA 용리액 조건에서 시료 주입 

후 6 분 동안 U을 역상분리관에 흡착하 다. 이와 동시에 란탄족 원소는 양

이온교환 분리관에 흡착된다. 이것은 양이온교환체에 흡착된 란탄족 원소들

이 묽은 용리액(0.025 M α-HiBA)에서는 중성 또는 음의 Ln-HiBA 착물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이 시간동안에는 란탄족 원소들이 거의 용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로 농도가 높은 0.1 M α-HiBA 용리액을 양이온교

환 분리관에만 약 20분 동안 통과시켜 전 란탄족 원소들을 개별 분리하 다. 

마지막으로 25% CH3OH이 함유되어 있는 0.1 M α-HiBA 용리액을 역상분

리관에만 통과시켜 흡착된 U을 약 10 분 이내에 용리하 다. 이와 같이 용

리액에 유기물을 첨가하는 것은 흡착된 중성의 착물이 쉽게 탈착되기 때문

이다. 이 조건에서 Pu이 존재할 경우 U 보다 먼저 용리되는데 이것은 α

-HiBA와 PuO2
2+ 착물의 안정도 상수가 UO2

2+보다 크기 때문이다[1-48]. 그

림 1-65에는 5000 μg/mL의 U 매질 시료에서 란탄족 원소 및 U의 분리 크

로마토그램을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1-6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Nd는 약 16 

분에서, U은 약 30 분에 각각 용리되었으며 약 40 분 이내에 전 분리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질량분석에 간섭 향을 줄 수 있는 동중원소(isobar)

의 향을 보기 위해 Nd 및 U 피크 부분을 분취하여 질량분석한 결과 인접 

원소들에 의한 간섭 향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란탄족 원소를 분리할 

때 순차적 농도구배법(linear gradient elution)을 사용하지 않고 단계적 농도

구배법을 사용한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인 연소도 측정은 란탄족 원소 중 Nd

만 분취하면 가능하므로 전 란탄족 원소를 개별 분리할 필요가 없을 뿐 아

니라 단계적 용리법이 재현성이 높기 때문이다. 

   (3)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측정   

그림 1-64과 같은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coupled column liquid 

chromatography)으로 사용후핵연료 중 Nd, Pu 및 U를 각각 분리하고 해당

성분을 분취하여 질량분석을 한 다음 연소도를 측정하 다. 동위원소희석 질

량분석법(IDMS)[1-49]으로 U, Pu 및 
148Nd을 정량하 으며 각각의 시료에 

대해 2 종류의 시료(sample solutions/spiked samples: 233U, 241Pu, 150Nd)를 

준비하여 각각 크로마토그래피로 해당성분을 분리하 다. 이 경우 분리관에 

미량 남아 있는 성분원소의 기억 효과(memory effect)에 의한 간섭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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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4. Schematic of coupled-column chromatographic system for 
the separation of uranium,  plutonium  and lanthanides in spent 
nuclear fuel sampl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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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5. Chromatogram of 13 lanthanides in U matrix sample for 
burnup measurement by stepwise gradient elution. Column : C18(15x 
0.46 cm, 5 mm particle size) and C18 coated with AS, Sample injected; 
2 mg/mL each of Lu, Tm, Er, Ho, Dy, Tb, Gd and Eu and 4 mg/mL Sm, 
20mg/mL Nd, 6 mg/mL Pr, 12 mg/mL Ce and  6 mg/mL La, and 5000 
mg/mL U, Sample loop 50 mL, Detection ; 658 nm after post-column 
reaction with Arsenazo III, Flow rate ; 1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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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하여 일차 분리과정을 거친 다음 충분히 분리관을 세척한 후 다음

차례의 시료를 주입하 다. 그림 1-66에 사용후핵연료 시료에 대한 분리 크

로마토그램을 나타내었는데 란탄족 원소, Pu 및 U이 모두 잘 분리되었다. 

시료 주입량은 1,000 μL이었으며 이때 U의 농도는 약 150 μg/mL이었다. 표 

1-29에 기존의 음이온교환법으로 얻은 연소도 값과 본 방법으로 성분원소를 

분리한 다음 측정한 연소도 값을 서로 비교하 다. 두 방법은 -0.8∼+0.37% 

범위에서 잘 일치하 으며, ±1.9%(1S)의 재현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본 액

체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연소도 측정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매우 단축되는 

장점이 있었다.

Table 1-29 Comparison of burnup values determined for the two methods 

      Method
 Sample

Coupled Column Liquid 
Chromatography(A)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B)

Difference 
100(A-B)/B

J14E11(No 4)  35897.3±707(1S, 1.9%)  36200 -0.8 %

J14E11(No 7) 36334.7 36200 0.37 %

J14E11(No 9) 39037.1 39000 0.1 %

Unit : MWd/MtU

 5.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O/M 비 측정기술 개발 

  가. 모의 사용후핵연료 및 사성분계 합금의 제조 

연소도 20∼70 GWd/MtU(냉각시간; 10년) 사용후핵연료의 O/M 비 측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비방사성의 핵분열생성물 원소 산화물이 함유되어 

있는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제조하 다. 산화물의 함량은 Origen2 전산코드로 

계산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0.73∼5.15% 범위가 되도록 첨가하 다. 핵분열

생성물 원소의 산화물 분말과 UO2 분말을 로브 박스 안에서 마노 재질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30 분 이상 갈아준 후 80 ℃의 진공에서 20 시간 이상 

건조시켜 수분을 제거하 다. 건조된 혼합 분말을 2 톤으로 압축하여 펠렛으

로 만들고 1700 ℃ 수소 분위기에서 12 시간 소결시킨 후 1200 ℃에서 다시 



Fig. 1-66.  Separation of burnup monitors in spent nuclear fuel sample 
solution using a coupled column liquid chromatography by stepwise 
gradient elution. Sample: J14E11(No 4), Columns: LC-18(15 x 0.46 cm, 
5 mm particle size) and LC-18 coated with AS, Sample loop: 1 mL, 
Detection: 658 nm after post-column reaction with Arsenazo III, Flow 
rate: 1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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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간 동안 열풀림(annealing)시켰다. 제조된 모의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

어 있는 핵분열생성물 원소들을 ICP-AES로 정량하고 그 결과를 표 1-30에 

나타내었다.

Table 1-30. Analytical results of fission product elements in simulated 

spent PWR fuel

Element Theoretical value, ug/mL Experimental valus, ug/mL

Mo 0.50  0.49

Cd 0.50  0.49

Ba 0.50  0.50

Y 0.50  0.49

Gd 0.50  0.50

Zr 0.50  0.48

Eu 0.50  0.49

Nd 0.50  0.55

Ce 0.50  0.48

Sr 0.50  0.49

Sm 0.50  0.50

 *: mg/mL

일반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가 높을 경우, 핵분열생성물 중 몇 원

소들은 용해과정에서 불용성잔류물로 남기 쉽다. 이들은 Mo, Ru, Rh 및 Pd

으로서 O/M비 측정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Mo0.4-Ru0.4-Rh0.1-Pd0.1과 같은 사성분계 합금을 제조하 다. 시약급의 

Mo(0.4 g), Ru(0.4 g), Rh(0.1 g) 및 Pd(0.1 g)을 40 : 40 : 10 : 10 wt%로 

혼합한 후 미세 분말이 될 때까지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갈아 준 다음 0.25 g

씩 취하여 2 톤 압력으로 펠렛을 제조하 다. 계속해서 펠렛을 1,700 ℃의 

아르곤 아크-로에서 3 번 반복하여 녹여서 합금을 제조하 다. 산화실험 전

에 Mo0.4-Ru0.4-Rh0.1-Pd0.1 비율로 제조된 사성분계 합금에 대한 3d 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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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에너지를 X-ray photoelectron spectrometer(XPS)로 측정하고 그림 

1-67에 나타내었으며 순수 금속의 결합에너지와 같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사성분계 합금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건식법 및 습식법에 의한 O/M 비 측정 및 신뢰도 평가

   (1) 건식법에 의한 O/M 비 측정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공기와 차단된 러브 박스 안에서 분쇄한 다음 80 

℃ 이하의 온도에서 24 시간 이상 건조시킨다. 60∼80 mg의 건조 시료를 시

료보트에 취하고 600 ℃ 공기분위기에서 30 분간 방치한 다음 무게 증가량

을 측정한 후 아래 식 (1)에 따라 O/M 비를 계산한다.

                O/M = 2.00 + [M(W2-W1) / 16(W1)]                     (1)

  식에서  M: Molecular weight stoichiometric dioxide

         W1: Weight of  the sample

         W2: Weight after conversion to the reference state

건식법으로 O/M 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모의 사용후핵연

료(핵분열생성물 원소의 산화물 함유량; 0.73∼5.15w%)를 TGA(열무게 측정

기)와 muffle furnace(회화로)에 각각 넣고 600 ℃의 공기 분위기에서 30 분간 

산화시킨 후 무게 증가량을 측정하고 식 (1)로부터 O/M 비를 계산하 다.  그 

결과 첨가된 핵분열생성물 원소 산화물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O/M 비도 2.65

에서 2.54로 선형적 감소가 예측되었으나 실제 TGA로 측정하여 계산한 O/M 

비 값은 2.64∼2.62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같은 시료를  600 ℃를 유지하는 

muffle furnace에서 산화시켜 증가된 무게를 O/M 비로 계산한 결과 2.60∼2.62

의 범위로 나타났으며(표 1-31 참조) 그림 1-68에서와 같이 비선형을 나타내었

다. 이와 같이 O/M 비가  비선형성인 이유는 고온으로 산화된 시료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적은 양의 시료를 산화시킴으로서 

무게 측정에서 오차가 발생하 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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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7. X-ray photoelectron spectrum of Mo-Ru-Rh-Pd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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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8. Measurements of O/M ratio by thermogravi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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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1. Comparison of TGA and muffle furnace oxidation method

for measurement of O/M ratio values of simulated U3O8 pellets

FPs1, %
O/M ratio 

Deviation, %
      TGA Muffle furnace

0.73 2.640 2.615 + 0.94

1.32 2.627 2.621 + 0.22

2.58 2.632 2.624 + 0.35

3.80 2.632 2.619 + 0.49

5.15 2.628 2.602 + 0.98

1; FPs - BaO, CdO, SrO, CeO2, Gd2O3, Eu2O3, Y2O3, Sm2O3, La2O3, Nd2O3.

   (2) 습식법에 의한 O/M 비 측정

    가) UO2의 O/M 비 측정

10 mg의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시료(UO2)를 무게로 취해서 가압산분해 

용기에 넣고 2 mL의 혼합산[HNO3 : HCl(2.5 : 0.2, v/v)]을 가한 후 200 ℃

에서 6 시간 동안 가압산분해시켰다. 소결체에 함유되어 있는 란탄족 원소와 

Mo, Ru, Rh 및 Pd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용해액을 비커로 옮긴 후 적외선 

등 아래에서 증발 건고하고 2 mL의 5∼6 M HCl을 가하고 증발 건고하는 

조작을 2 회 반복하 다. 마지막으로 1 mL의 0.5 M HCl으로 용해하여 TBP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로 성분원소를 분리한 후 ICP-AES로 분석하 다. 시료

에 함유된 전체 금속성분 원소에 대한 무게와 금속성분 원소가 열역학적으

로 안정한 산화물상태의 무게 비를 계산하여 이론적인 O/M 비로 결정하

다. 

0.73∼5.15%의 핵분열생성물 원소 산화물이 함유되어 있는 UO2의 경우 

Origen2 전산코드로 예측된 O/M 비는 1.992∼1.953이었으며 ICP-AES에 의

한 성분원소의 분석에 의하여 계산된 O/M 비는 1.993∼1.956으로서 0.05∼

0.15 % 범위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표 1-32와 그림 1-69에 모의 사

용후핵연료 펠렛의 O/M 비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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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9. Measurements of O/M ratio of UO2 pellet by wet chem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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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2. Comparision of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O/M ratio 

values for sintered UO2 pellets

F.P1, %
O/M ratio

Deviation, %
Predicted value2 Experimental value3 

0.73 1.992 1.993 + 0.05

1.32 1.985 1.987 + 0.10

2.58 1.977 1.977  0

3.80 1.965 1.968 + 0.15

5.15 1.953 1.956 + 0.15

1; FPs. - BaO, CdO, SrO, CeO2, Gd2O3, Eu2O3, Y2O3, Sm2O3, La2O3, Nd2O3
2; Value calculated by Origen2 computer code 

3; Value obtained by wet chemical analysis method.

    나) U3O8의 O/M 비 측정

이산화 우라늄 분말을 백금 접시에 넣고 전기로에서 60 분간 600 ℃의 

공기분위기에서 가열하여 U3O8으로 산화시켰다. U3O8 분말에 핵분열생성물 

원소 산화물의 함량이 0.73∼5.15 wt%가 되도록 잘 혼합한 후 10 mg을 무

게로 취해서 UO2의 O/M 비 측정에서와 같은 습식법으로 성분원소들을 분

석하 다. 시료에 함유된 전체 금속성분에 대한 무게와 금속성분의 산화물에 

대한 무게 비를 계산하여 O/M 비를 결정하 다. UO2의 경우와 같이 

Origen2 전산코드에 의해 예측된 O/M 비는 2.650∼2.546이었으며 ICP-AES

에 의한 분석에 의하여 계산된 O/M 비는 2.651∼2.563로서 전산코드로 예측

된 값과 분석에 의하여 측정한 값과의 O/M 비는 0.04∼0.65 %의 범위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표 1-33과 그림 1-70에 U3O8 분말의 O/M 비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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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0. Measurements of O/M ratio of U3O8 by wet chem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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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3. Comparision of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O/M ratio 

values of U3O8 pellets

FPs1, %
O/M ratio

Deviation, %
Predicted value2  Experimental value3

0.73 2.650 2.651 + 0.04

1.32 2.635 2.639 + 0.15

2.58 2.605 2.614 + 0.35

3.80 2.575 2.590 + 0.57

5.15 2.546 2.563 + 0.65

1; Fission products are formed from BaO, CdO, SrO, CeO2, Gd2O3, Eu2O3, 

   Y2O3, Sm2O3, La2O3 and Nd2O3.

2; Results calculated by Origen code 2.

3; Results obtained by wet chemical analysis method.

   (3) 건식법 및 습식법에 의한 O/M 비 측정결과 비교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측정한 O/M 비 측정값을 비교하 다. 건식방법으

로 측정할 때 비교적 많은 양의 시료를 취급해야 하고 시료에 함유된 금속

의 성분 조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금속의 산화에 의한 무게 증가를 정확

하게 알 수가 없다. 특히, 미량의 금속이라도 산화상태에 따라 O/M 비 측정

에 큰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출발물질에 대한 조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습식방법에 의한 O/M 비 측정의 경우 시료를 용해시킨 후 시료에 함

유되어 있는 성분원소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O/M 비 측정결과 보정에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O/M 비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건식법과 습식법에 

의한 O/M 비 측정결과를 표 1-34에 나타내었다. 

  다. O/M 비 측정에 미치는 향   

   (1) Mo이 O/M 비 측정에 미치는 향

모의 사용후핵연료에 0.47%의 MoO3를 추가로 첨가하고 600 ℃에서 30 

분간 가열한 후 O/M 비를 측정하 다. 0.47%의 MoO3가 첨가된 시료의 

O/M 비는 2.631로 첨가하지 않은 시료의 O/M 비, 2.640 보다 0.017 만큼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그림 1-71의 XRD 경향에서 보는 바와 같이 2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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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1. Portion of a typical XRD pattern for UO2-MoO3 mixture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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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8.2인 위치에서 UO2 산화물의 피크가 나타나고 2θ가 40.8인 위치에서 

Mo 금속에 대한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MoO3의 경우 

UO2 분말과 함께 1700 ℃의 수소분위기에서 소결될 때 MoO3의 일부가 Mo 

금속으로 환원되어 O/M 비 결정에 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1-72에 Mo과 Zr의 첨가량에 따른 O/M 비 변화를 나타내었다.

Table 1-34. Comparision of O/M Ratio obtained by thermogravimetry 

and chemical analysis

FPs*, %

      O/M ratio

Deviation, %
Wet method Thermogravimetry 

0.73 2.651 2.640 + 0.41

1.32 2.639 2.627 + 0.45

2.58 2.614 2.632 - 0.68

3.80 2.590 2.632 - 1.62

5.15 2.563 2.628 - 2.53

*; FPs - BaO, CdO, SrO, CeO2, Gd2O3, Eu2O3, Y2O3, Sm2O3, La2O3, Nd2O3

   (2) 사성분계 합금이 O/M 비 측정에 미치는 향 

30,000∼60,000 MWd/MtU 연소도 범위의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합금의 양을 Origen2 전산코드로 예측할 때 약 0.3∼0.6 wt%

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Mo, Ru, Rh 및 Pd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합금

은 UO2 내에서 용해되지 않고 불용성 합금으로 존재하며 O/M 비 측정에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 합금에 대한 화학양론 비를 

Mo0.4-Ru0.4-Rh0.1-Pd0.1의 비율이 되도록 제조한 다음 이들에 대한 산화거동

을 조사하 다. 그림 1-73의 사성분계에 대한 산화거동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0∼700 ℃에서 합금이 산화되어 0.40∼0.55 wt% 무게 증가를 나타내었다. 

30,000∼60,000 MWd/MtU 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핵분열생성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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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3. Weight change for oxidation and decomposition of Mo-Ru-
Rh-Pd alloy at high temperature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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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최대 생성율을 0.6 wt%로 하 을 때 합금의 산화에 의한 무게변화율은 

0.24∼0.33 wt%이다. 따라서 100 mg의 사용후핵연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0.24∼0.33 mg에 해당되며 O/M 비로 환산하 을 때 0.00405의 값에 해당되

므로 연소도가 60,000 MWd/MtU 이하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O/M 비 측정

에 미치는 Mo0.4-Ru0.4-Rh0.1- Pd0.1 합금의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6. 연구결론

LiCl 용융염에 함유되어 있는 237Np 및 239Pu을 정량하기 위하여 8 M 

HNO3의 LiCl 용융염 용해용액에 과산화수소를 가하여 Np(IV)와 Pu(IV)로 

조절한 다음 AG MP-1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서 Pu과 Np을 개별 분리한

후 알파분광법으로 237Np 및 239Pu을 정량하는 분석법을 확립하 다. 모의 용

융염 용해용액을 대상으로 확립한 절차를 적용하여 Pu 및 Np을 분리, 정량

한 결과 회수율은 각각 92% 및 90%이었으며 237Np 및 239Pu의 알파분광분석 

결과에 대한 상대표준편차는 각각 3.3% 및 5.6%로서 실제 LiCl 용융염 시료

에 함유되어 있는 
237Np 및 239Pu 정량에 적용이 가능하다.   

LiCl 용융염에 함유되어 있는 U, Am, Cm, Cs 및 공존 핵분열생성물(La, 

Ce, Pr, Nd, Sm, Eu, Gd, Y, Ba, Sr, Zr, Ru, Rh, Pd, Mo)을 음․양이온교환 

환수지법, HDEHP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로 군 또는 개별 분리한 후 고온도로 

원자흡수분광분석법(Cs), 감마선분광분석법(137Cs),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

방출분광분석법(U 및 공존 핵분열생성물) 및 알파분광분석법(241Am, 244Cm)

으로 정량하는 분석방법을 확립하 다. 모의 용융염 용해용액을 대상으로 확

립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리, 정량한 결과 U과 핵분열생성물 원소들의 회수

율은 96.0∼101.4% 그리고 상대표준편차는 0.65%∼3.97% 범위이었다. Am과 

Cm의 회수율은 92.0% 및 96.9%이었으며 
241Am과 244Cm의 알파분광 분석결

과에 대한 상대표준편차는 각각 2.2% 및 1.8%로서 실제 LiCl 용융염 시료의 

241Am 및 244Cm 정량에 적용이 가능하다.            

0.05 M HCl의 LiCl 용융염 용해용액에 하이포염소산 나트륨과 에탄올을 

가해서 Ru과 Tc의 산화수를 조절한 다음 AG 1×8 음이온교환수지 또는 

TEVA․spec추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관에서 1.0 M HNO3으로 Ru을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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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한 후 10 M HNO3으로 Tc을 용리하여 액체섬광계수법으로 
99Tc를 정량

하는 분석방법을 확립하 다. 모의 용융염 용해용액을 대상으로 확립한 방법

을 적용하여 분리, 정량하 으며 AG 1×8과 TEVA․spec 분리관에서 Tc의 

회수율은 각각 100.6% 그리고 상대표준편차는 2.3% 및 1.2%로서 실제 LiCl 

용융염 시료의 99Tc 정량에 적용이 가능하다.                

8 M HNO3의 사용후핵연료 용해 용액에 과산화수소를 가해서 Np(IV)로 

조절한 다음 AG MP-1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서 U과 핵분열생성물 그리

고 Pu을 각각 8 M HNO3과 9 M HCl-0.05 M NH4I로 세척 제거한 후 0.5 

M HCl으로 Np을 용리하여 알파분광분석법으로 237Np을 정량할 수 있는 방

법을 확립하 다.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시료를 대상으로 확립한 방법을 적

용하여 237Np을 정량하고 Origen2 전산코드로 계산한 자료와 비교한 결과 

-11.2∼-7.6% 범위에서 일치하 으며 상대표준편차는 1.9%로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량기술을 신뢰할 수 있었다.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Pu 및 Np을 AG 1×8 음이온교환수지 분

리관에서 분리, 제거한 다음 HDEHP 추출크로마토그래피 분리관에서 U, 

Mo, Zr 및 공존 핵분열생성물로부터 Am과 Cm을 선택적으로 분리, 회수하

고 0.1 M NaHSO4-0.53 M Na2SO4 매질에서 전착한 후 
241Am과 244Cm을 알

파분광분석법으로 정량하는 방법을 확립하 다. 모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을 대상으로 Am과 Cm을 회수한 후 전착율을 측정한 결과 Am은 

91.7%(241Am) 그리고 Cm은 99.2%가 전착됨을 확인하 다. 실제 연소도가 

36,195 및 38,967 MWd/MtU인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확립한 방법을 적

용하여 
241Am과 244Cm을 정량하고 Origen2 전산코드로 계산한 자료와 비교

한 결과 241Am의 경우 +2.8∼+6.2% 그리고 244Cm의 경우 -0.004∼+7.2%의 

범위에서 잘 일치하 다. 또한 분석결과에 대한 상대표준편차는 각각 1.0∼

3.3% 그리고 2.6∼6.8% 범위로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량기술을 신뢰할 수 

있었다.     

8 M HNO3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에 KIO4를 가한 다음 0.5 M HNO3 

매질에서 에탄올로 Ru과 Tc의 산화수를 조절한 후 AG MP-1 음이온교환수

지 및 TEVA․spec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관에서 Tc을 선택적으로 분

리, 회수할 수 있었다.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기로 99Tc을 정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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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원소 간섭을 하는(isobar effect) 99Ru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다. 사용

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확립한 방법을 적용하여 Tc을 분리, 정량하 으며 

Origen2 전산코드로 계산한 자료와 비교한 결과 0.0∼0.7% 범위에서 잘 일

치하 으며 상대표준편차는 각각 0.6% 및 0.4%로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

량기술을 신뢰할 수 있었다.   

사용후핵연료에 미량 함유되어 있는14C과 3H의 회수 및 정량기술을 확립

하 다. 14CO2는 1.5 M NaOH에 포집시켜 회수하 다. 용해과정에서 휘발되

어 14C과 3H 정량에 향을 미칠 수 있는 129I2는 Ag-silica gel 흡착제를 사

용하여 제거하 다. 3H는 14CO2를 회수한 후 증류시켜 회수하 으며, NaOH

를 넣어 악티늄족 원소와 핵분열생성물을 침전시킴으로서 RuO4 등 공존 성

분원소들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 다. 모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을 대상으

로 확립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리, 정량하 으며 14C 및 3H의 회수율은 각각 

91.9% 및 97.9%이었고 상대표준편차는 각각 2.9% 및 0.9%이었다. 실제로 

37,000 MWd/MtU 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14C과 3H를 정량하고 

Origen2 전산코드로 계산한 자료와 비교한 결과 3H은 34.5%가 그리고 14C 

은 33% 정도 낮은 결과를 보 다. 이러한 이유는 조사후시험을 위하여 사용

후핵연료 펠렛을 자르는 과정에서 휘발되었거나 
3H의 경우 JAERI의 연구결

과에서와 같이 지르칼로이 피복관으로 이동하 다고 판단한다.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 저장용기로부터 평균 연소도 측정과 화학분석을 

위한 대표시료를 채취하고 산화분말 시료의 균질성 판정, 대표값 산출 및 분

석 의뢰자가 요청하는 신뢰도에 따라 시료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을 확립하 다. 200 g의 산화분말을 저장할 수 있는 용기의 내부공간을 

108 개로 구역을 나눈 시료채취점으로 규격화하고 EXCEL 컴퓨터 응용 프

로그램으로 발생시킨 난수를 사용하여 시료채취점을 임의로 선정하는 대표

시료 채취법을 확립하 다. 2 성분 모집단에서 시료를 임의로 채취하고 시료

의 특성을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집단의 균질성을 판정하 다. 이 기법

은 불균질한 모집단에 대해서도 주어진 신뢰구간에서 대표값을 제시할 수 

있으며, 요구되는 시료의 개수도 결정할 수도 있어서 연소도가 서로 다른 혼

합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을 대상으로 이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산화물의 평균연소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Nd을 지표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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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PRP-1 및 C18 분리관에서 흡착용량, 분리관 효율, 피크모양 및 머무름 

시간 등의 관점에서 분리거동을 서로 비교하 다. PRP-1 분리관보다 높은 

흡착용량, 짧은 머무름 시간의 분리 특성을 보이는 C18 분리관을 선택하

다. 역상 및 양이온교환 분리관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coupled column liquid 

chromatography 시스템을 구성하고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연소도를 

측정하 다. 기존의 음이온교환법으로 얻은 연소도와 -0.8∼+0.37% 범위에서 

잘 일치하 으며, ±1.9%(1S)의 재현성을 나타내었다. 본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에 의한 연소도 측정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표원소를 

분리하고 질량분석을 함으로서 연소도 측정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

다.

0.73∼5.15 wt.%의 핵분열생성물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 30,000∼60,000 

MWd/MtU 범위의 모의 사용후핵연료(UO2 및 U3O8)를 제조하고 화학분석에 

의한 습식법과 열중량무게분석법에 의한 건식법으로 O/M 비 측정방법의 적

용성을 비교하 다. 모의 UO2의 경우 Origen2 전산코드로 예측한 결과(1.99

2∼1.953)와 0.05∼0.15% 범위에서 그리고 모의 U3O8의 경우 Origen2 전산코

드로 예측한 결과(2.650∼2.546)와 0.04∼0.65% 범위에서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건식법에 의한 O/M비 계산결과는 선형성을 찾기 

어려웠다. 60,000 MWd/MtU 이하의 연소도를 갖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O/M비 측정에서 사용후핵연료 내에 생성된 Mo0.4-Ru0.4-Rh0.1-Pd0.1의 조

성을 갖는 사성분계 합금이 O/M 비 측정에 미치는 향은 거의 없는 것으

로 확인되어서 습식정량에 의한 보정만으로 O/M비를 결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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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건식공정 화학특성 측정기술 개발

  1. 연구 개요

우라늄산화물의 환원반응은 반응물인 우라늄산화물과 리튬금속 그리고 

매질인 LiCl가 서로 다른 비중을 갖으며 염화리튬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적

은 값을 갖기 때문에 환원반응용기 내에서 세 개의 층으로 분리된다.  참고

로 리튬금속의 도는 0.534, U3O8의 도는 8.30, 그리고 매질인 LiCl의 

도는 2.068의 값을 갖는다. 만약 LiCl 내 이들의 용해도 값이 매우 작다면 이

들의 반응은 늦을 뿐만 아니라, 교반에 의해서 세 개의 층을 혼합할 때 표면 

접촉에 의해서 환원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의 용해도가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갖는다면 LiCl 내에 용해된 

우라늄산화물과 리튬금속이 서로 균일하게 반응하면서 우라늄산화물과 리튬

금속이 염화리튬 매질로 용해되는 과정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환원반응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와 반

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산화리튬의 농도변화에 따른 용해

도 값을 측정하 다.  또한 고방열핵종들의 용해도를 측정함으로써 이들 고

방열핵종들이 환원반응이 끝났을 때 금속침전물에 섞여 있을지 아니면 염화

리튬 매질에 남아있을지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하 다.  

리튬금속에 의한 우라늄산화물의 환원공정의 공정반응도를 확인하는 방

법은 반응 중에 있는 우라늄산화물을 채취하여 얼마만큼 금속으로 환원되었

는지 확인하는 직접적인 방법과 염화리튬을 시료로 채취하여 그 속에 녹아

있는 산화리튬의 농도를 확인함으로서 얼마만큼의 우라늄산화물이 금속으로 

환원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직접적인 방법은 교반중에 있는 우라늄산화물 채취시료가 대표성이 있는

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650℃에서의 산화리튬의 큰 용해도 

값을 이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화리튬

은 우라늄산화물이 리튬금속과 반응하 을 때 당량적으로 생성되는 부산물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의 단점은 실시간 측정이 아니라는 단점과 

함께 시료를 채취하자마자 용융염이 응고되고 이것을 분쇄하여 무게를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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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수에 용해시킬 때 발생하는 수소부피를 측정하여 용해되어 있는 리튬금

속의 양을 측정하여 보정값으로 사용하고 다시 산 표준용액으로 적정하는  

다소 복잡한 여러 단계의 분석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시간이면서도 신속 간편하게 공정반응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

법을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산화리튬이 LiCl에서 쉽게 용해된다

는 점을 이용하여 산소이온에 선택성이 있는 산도측정전극을 이용하여 공정

반응도를 측정하고자 하 다.  리튬금속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제작한 산

도측정전극의 가역성과 안정성 및 농도에 대한 직선성을 구하고 이를 적용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 다.

또한 LiCl 내에 녹아있는 리튬금속이 산도측정전극 반응을 방해할 경우

를 대비하여 일정전위에서 생성된 산화리튬을 환원시킬 때 얻어지는 환원전

류값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공정반응도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 다.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우라늄산화물의 환원반응은 최근 몇 년 전부

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반응이다. 그 동안의 발표자료와 실험을 토대로 

전기화학적 환원반응에 미치는 반응온도와 산화전극의 향을 평가하여 최

적조건을 도출하고자 시도하 다.

  2. LiCl 용융염내 용해도 측정

   가. LiCl 용융염 내 리튬 및 우라늄 정량

정확한 용해도 측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량법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염화리튬 매질 중에 존재하는 금속 리튬과 산화 리튬 그리고 금속 우라늄과 

산화 우라늄을 구분하여 정량할 수 있는 분석법이 필요하다. 금속 리튬과 산

화 리튬은 용해도가 크므로 수 wt% 정도의 비교적 높은 농도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법이 필요하지만 금속 우라늄과 산화 우라늄은 용해도가 μg/g 단

위 정도이므로 아주 낮은 농도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법이 필요하다. 반면에 

생성물 순도 분석을 위해서는 주성분인 금속 우라늄을 산화 우라늄 또는 금

속 리튬과 구분하여 정량할 수 있는 분석법이 필요하다. 

   (1) 미량 우라늄 정량

용액시료 중에 0.1 mg/L 이상 존재하는 우라늄은 ICP-AES 법으로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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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금속 또는 산화 우라늄의 염화리튬 용융염에 대한 용해도가 매

우 낮으므로 높은 농도의 염화 리튬 매질이 미량 우라늄 정량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우라늄을 분리 및 농집해야 한다.

     가) LiCl이 ICP-AES법에 의한 우라늄 정량에 미치는 향

우라늄 농도가 0 또는 10 mg/L이며 염화 리튬 농도가 0 내지 320 g/L인 

0.1 M 염산 용액을 준비하여 우라늄의 ICP-AES 스펙트럼과 발광세기를 측

정하 다. 염화 리튬 농도가 증가하여도 우라늄에 대한 분광학적 간섭은 없

었으나 우라늄의 발광세기는 감소하 다(그림 2-1 참조).

바탕시료의 표준편차(σ)로부터 우라늄에 대한 검출한계(3σ)와 정량한계

(10σ)를 구했을 때 염화 리튬 농도가 증가할수록 한계값이 증가하여 100 g/L 

이상에서는 각각 0.08 및 0.25 mg/L을 보이고 있다(그림 2-2 참조). 이 값은 

용해도 측정 실험에서 취할 염화 리튬 시료 중에 우라늄이 1.3 μg/g 이하로 

존재하면 분리 및 농집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정량이 불가능함을 나타낸

다.

     나) LiCl 중의 우라늄 분리

미량 우라늄의 분리 및 농집법은 주로 용매추출과 이온교환이다. 용해도 

측정에서 취한 시료가 염화리튬이므로 미량의 우라늄이 높은 농도의 염소 

이온과 공존한다. 용매추출은 주로 질산 매질에서 그리고 이온교환은 주로 

염산 매질에서 이루어진다. 미량 우라늄을 ICP-AES법으로 정량하기 위해서

는 수용액 매질이어야 한다. 따라서 용매추출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질의 

변환과 역추출 단계를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온교환법을 택하 다. 

      1) 양이온교환법

양이온교환수지는 Bio-Rad GW 50-X12, H
+ form, 200-400 mesh를 사용

하 다. 염화리튬 농도가 0.7 내지 5.3 M(30 내지 230 g/L)인 용액에 존재하

는 10 μg 우라늄을 직경 8 mm, 높이 30 mm의 수지에 흡착시키고, 10 ml의 

0.5 M 염산으로 리튬을 세척하고, 10 ml의 6.5 M 염산으로 우라늄을 용리하

다. 염화리튬 농도가 57 g/L(염소이온 농도로 1.8 M)까지는 97%의 우라늄

이 회수되었다. 그러나 염화리튬 농도가 증가하면 회수율이 떨어졌으며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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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염소이온 농도로 3.0 M)에서는 81%만이 회수되었다. 따라서 염화리튬 

중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우라늄은 높은 염소이온 농도 때문에 양이온교환법

으로는 정량적인 농집 및 분리가 곤란했다. 

      2) 음이온교환법

음이온교환수지는 Bio-Rad AG 1-X8, 200-400 mesh (3.2 meq/dry g, 

1.2 meq/ml resin bed)를 사용하 다. 염화 리튬과 염산 농도가 서로 다른

(6.5 M HCl, 3.75 M HCl + 2.5 M LiCl, 1.5 M HCl + 5 M LiCl) 우라늄 용

액을 20 ml씩 흡착시켰다. 6.5 M 염산으로 리튬 이온을 세척하고 0.5 M 염

산으로 우라늄을 용리하 다. 흡착조건에 관계없이 4 ml의 용리액에 의하여 

우라늄이 정량적으로 회수되었다. 가해준 우라늄 양이 2.0, 5.0 및 50 μg일 

때 흡착조건에 관계없이 각각 93.2±6.1, 99.1±7.6 및 98.5±0.9 %의 회수율을 

보 다.

염화리튬이 ICP-AES법에 미치는 향과 음이온교환수지에서의 우라늄 

양에 따른 회수율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용해도 측정을 위한 우라늄 정량 

방법의 선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 다. 즉, 염화리튬 중의 우라늄 농도

가 10 μg/g 이상이면 시료와 표준시료의 염화리튬 농도를 같게 준비하여 직

접 ICP-AES법으로 정량하며 이보다 낮으면 염소이온 농도가 6.5 M 이상,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가 1.5 M 이상 되도록 시료를 용해하여 음이온교환수

지에서 우라늄을 분리 및 농집한 다음에 정량하기로 하 다. 

   (2) LiCl염 중 산화 리튬과 금속 리튬의 정량

시료 중의 금속 리튬과 산화 리튬을 서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한

다. 금속 리튬은 증류수 또는 알콜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하므로 발생한 수

소량을 측정하여 정량할 수 있다. 금속 리튬과 산화 리튬의 총량은 금속 리

튬을 정량하고 얻은 용액을 산-염기 적정하여 측정할 수 있으므로 금속 리

튬 농도를 보정하면 산화 리튬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 금속 우라늄은 금속 

리튬에 비하여 용해도가 무시할 정도로 낮을 뿐만 아니라 산과 반응해야만 

수소를 발생하므로 우라늄의 향은 무시하 다. 그러나 금속 우라늄 생성물

의 순도분석에서는 금속 리튬에 의한 향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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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금속 리튬의 분석

금속 리튬을 증류수 또는 메탄올과 반응시키면 정량적으로 1/1 당량의 

수소를 발생하며, 수소는 증류수에 대한 용해도가 낮으므로 수소의 부피를 

측정하여 리튬의 양을 결정 할 수 있다(Li + ROH → RO- + Li+ + 1/2 H2, 

R=CH3 또는 H).

      1) 증류수에 의한 수소 발생

금속 리튬을 증류수 또는 메타놀과 반응시킬 때 발생하는 수소량을 부피

측정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하 다(그림 2-3 참조). 발생한 수소

가 컬럼의 액체를 어낸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 압력의 향

을 보정하기 위하여 수준 조절기를 부착하 다. 작은 직경의 컬럼에서 나타

나는 모세관 현상을 보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굵기의 수준 비교 컬럼을 부착

하 다. 수용액의 증기압 변화가 미치는 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전에 장

치의 내부를 시료를 용해했을 때와 같은 조건의 염화리튬 수용액으로 포화

시켰다. 금속 리튬이 대기나 장치 내의 수증기와 반응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

여 로브박스에서 일정량의 시료를 작은 셀(1.5 ml 용량)에 담고 파라핀 필

름으로 봉하고 유리병에 담아 밖으로 꺼냈다. 파라핀 필름으로 봉한 시

료셀을 측정할 준비가 된 장치에 넣고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파라핀 필름 속

으로 증류수를 가하여 수소를 발생시켰다. 온도의 향은 실험적으로 측정한 

보정계수를 이용하 으며 측정 중의 압력변화는 매우 적어서 무시할 수 있

었다.

순수한 금속 리튬을 사용하여 장치의 정확도를 측정하 다. 측정한 수소 

부피는 가해준 금속 리튬과 선형관계를 유지하며(그림 2-4 참조), 측정값은 

계산값과 5% 이내에서 잘 일치하 다.

이 방법을 공정개발 연구에서 발생한 시료의 분석지원과 금속 리튬의 용

해도 측정에 활용하 다.

      2) 메타놀에 의한 수소 발생

금속 우라늄 생성물의 순도분석에서와 같이 금속 리튬을 정량한 후에 금

속 우라늄을 정량해야 한다면 금속 우라늄과 반응하지 않는 메타놀을 사용

해야 한다. 휘발성이 큰 메타놀은 부피 측정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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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피측정장치에 순수한 메타놀, 염화리튬 농도가 100 g/L인 메타놀 용액, 

그리고 메타놀로 포화시킨 상태에서 건조한 시료셀에 담긴 200 mg의 염화

리튬에 메타놀을 가하면서 가해준 메타놀 양만큼 부피가 증가하는 가를 측

정하 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부피 평형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측정 부피가 

가해준 부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것은 메타놀의 큰 증기압이 반응에 따른 

조성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며 메타놀을 이용한 수소 측정법으로는 금속 리

튬을 정확하게 정량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나) 산화 리튬의 분석

금속 리튬 분석 장치에서 금속 리튬을 정량한 후에 장치로부터 반응용기

를 분리하여 시료가 용해된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가하고 0.1 M 표

준 염산 용액으로 붉은 색이 없어질 때까지 적정했다. 적정부피로부터 산화 

리튬 및 금속 리튬의 총량을 계산했다. 수소부피측정법으로 정량한 금속리튬

의 농도를 보정하여 산화 리튬의 농도를 계산했다.

이 방법을 공정개발 연구에서 발생한 시료의 분석지원과 산화 리튬의 양

이 용해도에 미치는 향 측정에 활용하 다.

   (3) 금속 우라늄의 정량

금속 우라늄을 정량해야 할 경우를 두 가지로 보았다. 하나는 용해도를 

측정할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정 생성물의 순도 확인을 위한 정량이

다. 전자의 경우에는 산화 우라늄이 형성되지 않는 조건에서 측정한다면 

ICP-AES법으로 전 우라늄을 정량하면 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금속 우라늄

이 적은 양이지만 산화 우라늄과 금속 리튬을 함유하므로 서로를 구분하여 

정량할 수 있어야 한다. 산화 우라늄과 구분하는 방법으로 산과 반응하여 발

생하는 수소를 측정하는 법이다. 수소 발생이 금속 우라늄과 정량적으로 일

치하기 위해서는 산화수가 일정한 우라늄을 생성하는 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금속 리튬을 증류수와 반응시켜 정량하더라도 금속 우라늄을 정량할 때는 

리튬을 메타놀로 세척하고 산과 반응시켜야 한다. 금속 리튬을 제거할 때 사

용한 메타놀이 증기압이 커서 아주 적은 양이 잔류하더라도 우라늄에 의해 

발생한 수소 부피 측정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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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브롬산에 의해 발생한 수소부피 측정

예비실험으로 수소부피 측정장치 내에서 금속 우라늄을 메타놀로 세척하

고 건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브롬산을 가하 다. 초기에 수소기체 발생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피는 증가하지 않았다. 일정 시간

이 지나서야 부피가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최종적으로 측정된 부피는 계산값

보다 작았고 재현성이 낮았다.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메타놀과 증류수가 수

소부피 측정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1) 부피측정에 미치는 메타놀 향

수소부피 측정장치 내에 0, 1, 2, 3, 4 또는 5 ml의 메타놀을 가하고 평형

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 증류수를 2 ml 가하고 기체의 부피 변화를 측정

하 다. 증류수에 의하여 부피가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하며 

감소하는 정도는 메타놀 양이 많을수록 작았다(그림 2-5 참조). 초기에 존재

하는 메타놀 양이 많을수록 증류수를 가했을 때 몰분율이 적게 감소하므로 

메타놀의 증기압 감소가 작고 기체의 부피도 적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것

은 시료 중의 금속 리튬 및 리튬 화합물을 메타놀로 세척할 때 잔유 메타놀

을 완전히 건조하지 않으면 금속 우라늄에 의해 발생한 수소의 부피 측정에 

큰 오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 부피측정에 미치는 증류수 향

일정한 양의 증류수에 의해 증기압 평형을 이루고 있는 장치에서 시료셀

에 담긴 금속 우라늄에 브롬산을 가하고 증가한 부피를 측정하 다. 측정된 

부피는 계산값의 2/3 정도 다. 추가로 브롬산을 가해도 증가한 부피는 계산

값의 2/3정도 다. 이것은 진한 브롬산이 들어감으로서 증류수의 증기압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브롬산을 순수한 증류수에 가해도 브롬화수소의 산

화에 의해 브롬 기체를 생성하여 용액이 갈색을 띠었다. 이것은 브롬화수소

보다 용해도가 낮은 브롬 분자의 생성도 부피 측정에 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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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합산에 의해 발생한 수소부피 측정

      1) 혼합산에 의한 수소발생

우라늄에 순수한 브롬산을 가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면 증기압의 큰 변화 

때문에 수소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휘발성이 적은 산을 사용

할 필요가 있었다. 브롬산과 함께 산의 휘발이 적은 인산, 황산 및 과염소산

의 혼합산을 사용하여 우라늄과의 반응속도를 비교하고 생성물의 산화상태

를 흡수스펙트럼으로 확인하 다. 진한 브롬산-인산 혼합산(3:1 v/v 이상)이 

비교적 빠르게 반응하여 우라늄(IV)를 생성하 다(그림 2-6 참조). U(IV)-Br 

착물이 U(IV)-PO4 착물보다 긴 파장에서 흡수를 보이며 인산 농도가 1.3 M 

정도면 진한 브롬산 용액에서도 모든 우라늄이 U(IV)-PO4 착물을 형성한다. 

측정장치에 브롬산-인산(5/1, v/v)을 미리 4 ml 가하여 증기압 평형을 유

지한 다음에 다시 2 ml을 가하면 증가하는 부피는 가해준 용액의 부피와 잘 

일치하 다. 

      2) 브롬산-인산에 의한 수소발생

금속 우라늄을 순수한 브롬산 대신에 브롬산-인산(5/1, v/v)과 반응시킬 

때 발생한 수소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우라늄을 정량하고, 생성된 용액

의 흡광도를 측정하고, 용액 중의 우라늄을 ICP-AES법으로 정량하 다. 수

소부피 측정법으로 정량한 결과와 ICP-AES법으로 정량한 결과는 가해준 양

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 으며 3% 이내의 정확도와 8% 이내의 정 도를 보

다(표 2-1 참조). 생성된 착물의 흡광도계수는 46 M
-1․cm-1 정도이다. 이 

값은 U
4+ 이온의 흡광도계수(약 60 M-1.cm-1)보다 낮은 값이다.  

  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측정

    (1) 반응물의 용해도

     가) 금속 리튬

산소가 10 ppm 이하, 수분의 이슬점이 -45 oC 이하인 아르곤 분위기의 

로브박스에서 측정하 다. 스텐레스강 도가니에서 100 g의 염화리튬에 1 g

의 금속 리튬을 가하고 650에서 795 oC까지 온도를 높이면서 시료를 취하

다. 수소발생법으로 시료 중의 금속 리튬을 정량하여 용해도를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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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oC에서 용해도는 1.0 mole% 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서서

히 증가하 으며 770 oC 이상에서는 2.3 mole%의 일정한 값을 보 다(그림 

2-7 참조).

Table 2-1. 브롬산-인산 혼합산에 의한 수소부피측정법 및 ICP-AES법에 의

한 금속 우라늄 정량 및 흡광도 측정 결과.

실험

번호

시료

번호

취한

양

mg

수소부피측정
흡광도측정

(용해 : 6 ml)
ICP-AES 정량

온도
oC

수소

부피

cc

측정

양

mg

회수율 흡광도
흡광계수

M-1․cm-1

측정

양

mg

회수율

I

1

2

3

4

46.2

16.0

35.4

56.3

22

22

22

24

 9.21

 3.70

 6.95

12.00

45.26

18.18

34.15

58.57

0.980

1.136

0.965

1.040

평균:

1.03
 ±
0.08

1.4266

0.5428

1.0842

1.8208

44.1

48.5

43.7

46.2

평균:

45.6
±
2.2

46.39

16.09

35.23

57.04

1.004

1.006

0.995

1.013

평균:

1.00
±
0.01

II

a

b

c

d

e

 9.3  

13.4 

19.2 

39.7 

53.4 

24

24

23

23

24

 2.00

 2.90

 3.65

 8.40

11.50

 9.76

14.16

17.88

41.14

55.64

1.049

1.057

0.931

1.036

1.042

평균:

1.02
±
0.05

0.3367

0.4443

0.6143

1.2190

1.6349

51.7

47.4

45.7

43.9

43.7

평균:

46.5
±
3.3

 9.26

13.36

18.96

39.16

57.00

0.996

0.997

0.988

0.986

1.067

평균:

1.01
±
0.03

      나) 산화 우라늄

유리화 탄소 도가니에서 100g의 염화리튬에 약 2 g의 UO2 또는 U3O8을 

가하고 795에서 650
oC까지 온도를 낮추면서 시료를 취하 다. 시료를 1.5 M 

염산에 용해하고, 음이온교환수지관에서 우라늄을 분리 및 농집하여 ICP 

-AES법으로 우라늄을 정량하여 용해도를 계산하 다. 

650 내지 740oC 범위의 염화리튬 용융염에서 산화 우라늄(UO2 및 U3O8)

은 3 μg/g을 넘지 않는 낮은 용해도를 보이며 770 또는 795oC에서는 조금 

높은 용해도를 보이지만 10 μg/g을 넘지 못하는 낮은 용해도를 보인다(그림 

2-8 및 2-9 참조). 산화 우라늄의 U-O 결합이 강하여 높은 온도의 염화 리

튬 용융염에서도 해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UO2보다는 U3O8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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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용해도를 보이고 있다. U3O8를 UO2 + 2UO3로 본다면 UO2보다는 UO3

가 약간 높은 용해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산화 우라늄은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금속 리튬으로 환원할 때 용존 화학종 사이의 균질상 반응은 일어날 

수 없으며 고체상의 산화 우라늄과 용융염 중에 분산되었거나 용해된 금속 

리튬과 비균질상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 금속 우라늄

산소와 수분을 제어한 아르곤 분위기지만 환원제를 가하지 않은 조건에

서 용해도를 측정하여 산화-환원에 향을 줄 수 있는 불순물이 금속 우라

늄의 산화상태와 용해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또 금속 리튬을 환원

제로 사용하여 산화-환원에 향을 줄 수 있는 불순물의 향을 제거한 조

건에서 용해도를 측정하 다.

유리화 탄소 도가니에 100 g의 염화 리튬과 1.2 g의 금속 우라늄을 가하

고 795oC까지 가열하여 용융한 다음에 30oC 간격으로 온도를 낮추면서 시료

를 취하고 시료 중의 우라늄 양을 정량하여 용해도를 계산하 다. 측정한 용

해도 값이 온도와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수 십 μg/g 정도의 산란된 

값으로서 수 μg/g 정도로 예상했던 것 보다 매우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그

림 2-10 참조). 또한 우라늄이 용융염 중에서 금속 상태로 존재한다면 무색

일 것으로 예측하 으나 채취한 시료가 갈색을 띠었다. 시료는 산뿐만 아니

라 증류수에서도 쉽게 용해하 으며 증류수에 용해할 때 U3+ 이온에 해당하

는 분홍색을 볼 수 있었다. 알곤 분위기의 용융염 내에서 금속 우라늄이 불

순물들에 의하여 쉽게 산화하여 용융염 내에 우라늄(III) 이온으로 용존할 수 

있으며, 이 원인으로 예상보다 높은 용해도가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염화리튬을 사전에 795
oC까지 가열하여 존재할 지도 모를 산소나 수분과 

같은 휘발성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금속 우라늄을 가하는 방법으로 용해

도를 측정하 다. 용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가니를 흔들어주는 대신에 석  

막대로 용융염을 교반하 다. 석  막대가 심하게 부식된 것을 볼 수 있었

다. 시료가 짙은 갈색을 띠었다. 시료를 1.5 M 염산에 용해하 을 때 용기 

바닥에 검은 침전이 침적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상등액을 분리하여 우라

늄을 정량하고, 침전을 뜨거운 5 M 질산으로 용해하여 우라늄을 정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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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  Solubility of uranium added as metal in lithium chloride 
Molten solution at various temperature. Uranium metal was added 
before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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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용해도 값으로 계산하 다. 

용해도가 온도와의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산란된 값을 보이고 있다(그림 

2-11 참조). 측정한 용해도 값도 1.5 M 염산에 용해한 우라늄으로는 수 

mg/g, 그리고 침전을 생성한 우라늄으로는 0.1 mg/g 정도 다. 실험조건에

서는 UO2 또는 U3O8와 같은 산화 우라늄 분말이 용융염 중에 분산되지 않

았다. 1.5 M 염산에 용해할 때 나타난 침전은 용해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소나 수분과 같은 휘발성 불순물을 사전에 충분히 제거하 음에

도 용해도가 위의 실험보다 더 높은 값을 보이는 원인은 석 관의 부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산화 리튬의 향을 보기 위하여 100 g의 염화리튬에 1 g의 산화 리튬을 

가하고, 700oC까지 가열하여 용융하고, 금속 우라늄을 가하고, 스텐레스강 봉

으로 교반하고, 온도를 다시 795
oC까지 올렸다. 도가니를 흔들어 교반하고 

평형을 유지하고, 온도를 낮추면서 시료를 취하여 우라늄을 정량하고 용해도

를 계산하 다. 

용융한 염화리튬에 금속 우라늄을 가하고 석 관으로 교반했던 위의 실

험에서보다 취한 시료의 색이 옅기는 하 으나 여전히 갈색을 띠었으므로 

우라늄은 우라늄(III) 이온으로 존재한 것이다. 시료를 1.5 M 염산에 용해하

을 때 녹지 않는 침전을 발견할 수 없었다. 

산화리튬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도 20 내지 120 μg/g의 예상보다 높은 용

해도를 보이며, 온도가 낮아지면 우라늄의 용해도도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2-12 참조). 금속 우라늄이 산화하여 우라늄(III) 이온을 생성하여

도 용해도가 온도에는 크게 의존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우라늄(III) 이온과 

산화 리튬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음을 나타낸다. 가해준 산화 리튬의 양이 용

해도(650
oC에서 8 wt%)보다 적으므로 용융염의 온도가 낮아졌어도 산화 리

튬의 용존 농도는 일정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라늄(III) 이온과 

산화 리튬의 상호작용은 온도에 따른 산화 리튬의 특성변화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화합물의 해리상수는 감소한다. 산화 리튬이 해

리하면 lithium mono-oxide를 생성한다(Li2O = LiO
- + O2-). 산화 리튬보다 

음전하를 띤 lithium mono-oxide가 양전하의 우라늄(III) 이온과 더 강하게 

상호작용 할 것이다(LiO- + U3+ ⇄ LiO-.....U3+). 그러므로 용융염의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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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면 산화 리튬의 해리가 감소하여 우라늄(III) 이온과 산화 리튬의 상호

작용이 감소하고 따라서 용존하는 우라늄(III)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 다. 우

라늄(III)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우라늄(III) 이온이 우라늄(IV)까

지 산화하여 용해도가 낮은 UO2 침전을 생성하여야 한다. 이 반응기구를 설

명하기 위해서는 용융염 내에서의 우라늄의 화학종변화를 분광학적 방법으

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산화 우라늄의 향을 보기 위하여 산화 리튬 대신에 UO2를 염화 리튬

에 가하고 산화 리튬 존재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용융하고 금속 우라늄을 

가하고 교반하고 다시 온도를 795 oC까지 높인 다음에 온도를 낮추면서 시

료를 취하여 우라늄을 정량하고 용해도를 계산하 다. 취한 시료가 역시 갈

색을 띠었으므로 우라늄(III) 이온으로 존재했다. 시료를 1.5 M 염산에 용해

하 을 때 용기 바닥에 다량의 검은 침전이 생성되었다. 측정한 용해도 값은 

1.5 M 염산에 용해한 우라늄으로는 수 μg/g으로서 아주 낮은 값을 보이는 

반면에 침전을 생성한 우라늄으로는 0.3 mg/g 정도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2-13 참조). 이러한 경향은 UO2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석 봉으로 

교반했을 때 발견한 현상(그림 2-11 참조)과 상반되는 현상이다.

UO2의 용해도가 넓은 온도 범위에서 수 μg/g(그림 2-8 참조) 정도이며 

가해준 분말이 용융염 중에 분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라늄(III) 이

온과 UO2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U(IV)-O...U(III) 화학종이 용융염 

중에 용해하여 존재했으나 용해과정에서 미량으로 존재하 던 UO2가 seed 

역할을 하여 우라늄(III)가 쉽게 산화되면서 검은 침전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환원제가 없는 조건에서 금속 우라늄의 용해도를 측정할 때 용융염이 갈

색으로 변하며 용해도가 예상보다 매우 높은 값을 보이는 원인을 U(III) 이

온 생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항공대의 방사

광 가속기를 이용하여 X-ray absorption spectra를 측정하 다. 비교를 위하

여 금속 우라늄, UO2 그리고 U3O8의 스펙트럼을 함께 측정하 다. 측정한 

스펙트럼들로부터 XANES(X-ray Absorption Near Edge Structure)를 구하

다(그림 2-14 참조). 

XANES는 우라늄의 산화수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우라늄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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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가 감소할수록 U-LIII 준위에 의한 X-선 흡수가 일어나는 에너지가 감

소하므로 우라늄의 산화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우라늄(III) 이온으로 추정한 

용융염의 측정결과를 금속 우라늄, UO2 그리고 U3O8의 결과와 비교하면 용

융염 중의 우라늄에 의한 흡수가 금속 우라늄보다는 높은 에너지에서 그리

고 우라늄(IV)보다는 낮은 에너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금속 리튬을 

가하지 않은 조건에서 금속 우라늄의 용해도를 측정하면 우라늄이 우라늄

(III)로 산화하여 염소이온과 착물을 형성하면서 높은 용해도를 보이고 갈색

을 띤다는 추정을 뒷밭침하고 있다. 

위와 같이 로브박스의 기체분위기를 제어하고 염화리튬을 미리 용융하

여 산소나 수분과 같은 산화제를 제거하더라도 금속 우라늄의 산화를 피할 

수 없으므로 순수한 금속 우라늄의 용해도는 강력한 환원분위기에서 측정해

야 한다. 환원제로서 우라늄보다 산화가 쉽게 되는 금속들을 사용할 수 있는

데 용융염이 염화리튬이므로 금속 리튬 존재에서 용해도를 측정하 다.

용기로 유리화 탄소 도가니를 사용하면 금속 리튬이 재질 내로 확산하여 

깨지는 성질을 높이기 때문에 스텐레스강 도가니를 사용하 다. 스텐레스강

과 같이 철을 함유한 재질을 사용하면 710 oC 이상의 온도에서 금속 우라늄

이 철과 합금을 형성하므로 실험 온도를 700 oC 이하로 유지하 다. 염화리

튬을 700 oC에서 용융한 후에 리튬 금속을 가하고 산화제가 금속 리튬과 충

분히 반응하도록 기다렸다가 금속 우라늄을 가하 다. 온도를 650 oC까지 10 

oC씩 낮추면서 시료를 취하여 정량하고 용해도를 계산하 다. 

금속 리튬 존재에서 취한 염화리튬 용융염은 우라늄(III)에 의한 갈색을 

띠지 않고 백색을 보 다. 금속 우라늄의 용해도와 온도의 관계가 명확하지

는 않으나 온도가 낮으면 용해도가 낮은 것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값은 

10 μg/g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2-15 참조). 

   (2) 고방열 핵종의 용해도

고온의 용융염 매질에서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환원시

켜 중간저장 하는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내 고방열 핵종들은 용융염에 남

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방열 핵종 모두가 금속전환체로 이동하지 않으

면 금속전환체를 중간저장 할 때 발열량과 방사능 준위는 약 1/4 정도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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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이들 고방열 핵종들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가 어떻게 변화

하는지 측정하 다.  Cs2O는 650℃의 LiCl 매질에서 염소이온과 반응하여 

CsCl와 산화리튬을 형성하는 것으로 XRD 측정결과 판명되었으며, Cs2O의 

XRD pattern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염화리튬 내 Cs2O의 용해도 값은  

650 - 795℃ 사이의 온도 역에서 40wt%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SrO와 BaO의 경우에는 LiCl와 반응하여 각각 Sr4OCl6와 Ba4OCl6를 형성

하는 것으로 XRD 측정결과 밝혀졌으며, 각각의 용해도는 약 40wt%와 

18wt%의 값을 보 다.

온도변화에 따른 고방열 핵종들의 용해도 값을 표2-2에 나타내었다.  표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용후핵연료 내에 1% 미만으로 존재하는 고방열 

핵종들은 이들의 높은 용해도에 의해서 침전물인 우라늄금속에 함유되는 대

신에 용융염 내에 용해되어 잔류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는 사용후

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시켜 중간저장 할 때 발열량과 방사능 준위가 현저

히 감소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동일한 용융

염을 재사용 할 경우에도 고방열 핵종들에 의한 금속전환체의 오염은 큰 문

제를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2. 온도변화에 따른 고방열 핵종들의 용해도(wt%).

온도, ℃ Cs2O SrO BaO
650 47.1 37.8 18.6
680 45.1 40.2 19.0
710 43.8 40.3 18.5
740 43.2 45.8 17.7
770 41.5 40.5 18.4
795 35.4 39.8 17.4

   다. 용융염 조성 변화가 용해도에 미치는 향

염화리튬 용융염 내에서 산화 우라늄을 금속 리튬에 의해 환원하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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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서 산화 리튬이 생성되어 금속 리튬, 산화 우라늄 및 금속 우라늄의 용

해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 온도인 

650 oC에서 산화 리튬 농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를 측정하 다.

    (1) 금속 리튬

반응용기로 스텐레스강 도가니를 사용하 다. 일정량의 금속 리튬 존재에

서 산화 리튬 양이 용해도인 8wt%보다 약간 높을 때까지 일정량씩 추가하

면서 시료를 채취하 다. 채취한 시료 중의 금속 리튬과 산화 리튬을 함께 

정량하여 산화 리튬 농도에 따른 금속 리튬의 용해도를 계산하 다. 

분산된 분포를 보이기는 하지만 산화리튬 농도가 증가할수록 금속 리튬

의 용해도가 증가했다(그림 2-16 참조). 전하를 띠지 않으며 매우 작은 금속

리튬 원자의 용해는 해리도가 큰 용매인 염화리튬과 이온성 또는 극성 상호

작용을 하기 어렵다. 그런데 산화 리튬은 염화리튬보다 해리상수가 낮으므로 

산화 리튬 농도가 증가할수록 염화리튬 용융염의 투전상수는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비이온성 및 비극성 리튬원자의 용해도 증가는 투전상수의 감소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산화 우라늄

전체적인 과정은 금속 리튬의 용해도 측정과 유사하다. 리튬 금속을 사용

하지 않으므로 유리화 탄소 도가니를 사용하 다. 시료 중의 산화 리튬과 우

라늄을 정량하여 산화 리튬 농도에 따른 산화 우라늄의 용해도를 계산하

다. 

금속 리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UO2와 U3O8 모두 산화 리튬의 농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증가하지만 4 내지 5 wt% 이상에서는 일정한 값을 유지

하여 UO2는 0.065 wt% 그리고 U3O8는 0.085 wt%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그

림 2-17 및 2-18 참조). 온도변화에서 측정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U3O8가 

UO2보다 약간 높은 용해도를 보이고 있다. 

염화리튬 용융염의 온도가 증가하여도 산화 우라늄의 용해도는 크게 증

가하지 못하 었다(그림 2-8 및 2-9 참조). 이것은 U-O 결합이 아주 강하여 

실험 온도에서 이온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산화 우라늄의 용해는 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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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6.  Solubility of metallic lithium in lithium chloride 
molten solution of 650 oC at various lithium oxid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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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7. Solubility of UO2 as U in lithium chloride molten 
solution of 650 oC at various lithium oxid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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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8. Solubility of U3O8 as U in lithium chloride molten 
solution of 650 oC at various lithium oxid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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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성 화학종의 용해에 의존한다. 따라서 산화 리튬의 농도가 4 wt%보다 낮

을 때 산화 리튬 농도에 따라 산화 우라늄의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은 금속 

리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염화 리튬 용융염의 투전상수가 낮아졌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UO2와 U3O8의 결정격자가 매우 안정하여 금속 리

튬의 경우보다 용해도가 낮고 4 wt% 이상에서 포화되어 더 이상 용해도가 

증가하지 않았다.

   (3) 금속 우라늄

전체적인 과정은 금속 리튬의 용해도 측정과 유사하다. 반응용기로 스텐

레스강 도가니를 사용하 다. 금속 리튬 존재에서 650 
oC까지 가열하여 염화 

리튬을 용융한 다음에 금속 우라늄을 가하고 산화 리튬 양을 추가하면서 시

료를 채취하 다. 산화 우라늄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산화 리튬 및 우라늄

을 정량하여 산화 리튬 농도에 따른 금속 우라늄의 용해도를 계산하 다. 

산화리튬의 농도가 증가하여도 0.5 μg/g 이하의 낮은 용해도를 보이고 

있다(그림 2-19 참조). 금속 리튬과 마찬가지로 금속 우라늄의 용해 역시 비

이온성 및 비극성 상호작용에 의존하므로 산화리튬 농도 증가에 의한 투전

상수 감소에 의해 용해도가 증가하여야 한다. 금속 리튬은 측정 온도에서 용

액상태로 존재하므로 결정격자 에너지를 넘어야할 필요가 없으므로 높은 용

해도를 보 으며 산화 리튬 농도 증가에 의한 투전상수 감소에 의해서도 용

해도가 쉽게 증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속 우라늄은 결정격자 에너지가 커

서 용해도가 낮고 산화 리튬에 의한 투전상수 감소가 용해도에 큰 향을 

미치지 못했다.

  3. 용융염내 산도 측정 및 공정반응도 측정기술 개발

용융염은 과학기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반응 및 공정매질로서 각광받

기 시작했다[2-1,2-2].  특히 원자력과학 및 산업과 관련하여 기존의 핵연료

주기를 대체할 만큼 연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2-3,2-4]. 핵

연료 물질 및 재료는 대부분 산소를 함유하는 산화물형태로 존재한다. 이들 

물질이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존재할 경우 부분적으로 용해하거나, 혹은 전

기화학적 반응에 의해 산소이온이 용융염매질 내에 존재한다. 이 산소이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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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반응에 중요한 향을 역할을 한다. 용융염 매질에서의 산소이온 

(oxide ion, O2-) 측정은 용융염기반의 공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금속산

화물의 금속전환 공정도 측정뿐만 아니라 용해도 측정, 공정의 품질관리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측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용융염내의 산소이온 분석

은 시료를 채취하여 녹여서 적정법(titration)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고온 

용윰염 매질에서 산소이온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센서를 개발하여 이용하

면 간단히 신속하게 산소이온을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응용하여 실시간으로 반응공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를 위해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전극반응을 응용한 전

기화학적 방법이 가장 편리한 대안이다[2-5,2-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위차

측정법, 전류측정법과 같은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고온 용융염매질에

서의 산소이온 측정방법에 대해 실험하 다.

 가. 전위차 측정법을 이용한 용융염내 산도 측정기술 개발

 (1) 전기화학 시스템구성 

(전극 및 실험장치)

산소이온 농도측정을 위한 지시전극(indicator electrode)은 내부전극에 산

화니켈(NiO)을 충전하여 Yttria(Y2O3)를 도핑시켜 안정화된 Zirconia(Zr2O3) 

(이를 재료명으로 줄여서 YSZ, Yttria Stabilized Zirconia라고도 부름)를 외

장으로 보호하여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이 경우 YSZ을 보호막으로 사용하고 NiO를 이용한 작업전극으로 간단

히 NiO|ZrO2(Y2O3) 로 표현하기도 한다.  전위측정에는  Ag/AgCl 전극을 

참조전극으로 사용하 다(그림 2-20 참조). 전극은 반응장치 및 실험에 적합

하도록 내부물질 및 재료를 자체 설계하여, 고온에서 장시간 견뎌야하는 특

성을 감안하여 고온용광로에서의 측정 센서제작에 경험이 많은 (주)우진에 

의뢰하여 가공 제작하 다. 내부전극의 보호재로 채택한 외장재료인 YSZ 는 

산소이온에 대한 전도성이 좋으며 고온에서의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재료이다[2-7]. 본 실험을 위해서 용융염매질에서의 재료생산 

경험이 많은 미국의 Custom Ceramics 사의 YSZ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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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0.  Membrane metal oxide electrode and reference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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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기화학 측정장치로는 EG&G 사의 Potentiostat (Model 273A)를 PC 와 

연결하여 사용하 다. 

모든 실험은 수분과 산소의 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안된 Glove 

Box 안에서 수행하 다. 그림 2-21 는 Glove Box 안에서 실험이 가능하도

록 자체 제작된 전기화학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비활성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수분이 제거된 아르곤 기체를 Glove Box 

내부에 계속적으로 흘려주었다. 500g 의 건조된 LiCl 시약을 스텐강 도가니

에 넣고 도가니 외부를 절연성이 좋은 마그네시아(MgO)로 둘러싸서 전기적

으로 절연하 다. 도가니를 천천히 가열하면 650℃부근에서 녹기 시작한다.  

Electrode를 용융염 수면위에 위치시키고 720 ℃까지 온도를 올려 용융염과 

참조전극내 LiCl가 녹으면 700 ℃로 온도를 낮춘다. Electrode를 용융염에 넣

고 crucible 바닥에서 1 cm 정도 띄워 놓는다. 20분 정도 기다린 후 

potentiostat로 potential 측정을 시작한다.  그리고 완전히 녹은 LiCl 용융염

에 무게%로 각각 0.1, 0.2, 0.5, 1.0, 2.0, 및 4.0 되도록 산화리튬(Li2O)을 30분 

간격으로 가해주면서 각 단계에서의 전위변화를 모니터링 한다.  그림 2-22

에서 첫 전위값은 LiCl 용융염에서 전극을 삽입한 후 Li2O를 가하기 직전의 

안정화된 전위값을 읽은 것이다.  650℃ LiCl 용윰염에서의 Li2O 용해도는 

대략 ~8 wt%로 측정되었다(본보고서 앞절 용해도편 참조).  LiCl 용융염에 

존재하는 산소이온 (O2-)의 양에 대응하는 양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4 wt% 

까지 가해준 Li2O 는 완전히 해리되어 산소이온(O
2-)으로 존재하게 된다.  

 (2) 산도 대 전극전위 반응특성 

산소이온 전극은 용융염매질에서의 산소이온이 니켈이온과 반응하여 발

생하는 전위차를 측정하는데 원리를 두고 있다. 

전극에서의 순 반응은  Ni
2+ + O2-  →  NiO 가 된다.

산화환원반응에 기반을 둔 전극전위와 반응․생성물과의 관계는 Nernst 

식을 따른다.

금속산화물 전극의 경우 전극전위는 아래와 같이 표현되는 Nernst 식형

태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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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Apparatus for the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in molten L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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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 Monitoring of the electrode potential with Li2O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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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극 전위를 pO2- (즉, -log[aO2-])에 대해 표시하면 -1.15 RT/F 의 

기울기를 가지는 선형관계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와 같이 용융염매질에 존재하는 산소이온의 농도의 로그

값을 전위에 대해 나타내면 위와 같은 음의 부호를 가지는 선형관계를 나타

낼 것이다.  

그림 2-23은 일정한 농도의 산소이온을 LiCl 용융염에 가해주고 충분히 

녹인 다음 전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전위 vs log[산소이온농도] (무게퍼센

트)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측정결과는 Nernst 식을 잘 따르는 선형관

계를 나타내었다. 산화리튬은 4wt%까지 가해주었다. 실제 LiCl 용융염 기반

의 공정에서 산화리튬의 농도는 최대 4wt%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 Li2O 농도범위 4wt% 까지 좋은 선형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산소전

극이 공정 모니터링의 용도에 필요한 Li2O 농도범위 요건을 만족시킴을 의

미한다. 

 (3) 전극반응의 가역성 

산소이온전극이 공정 모니터링에 센서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농도

에 대응하는 전위의 선형성과 함께  농도의 증감에 대응하는 전위의 가역성 

또한 중요하다. 즉, LiCl 용융염 매질에서 산소이온의 농도 증가에는 전위값

이 감소하다가, 산소이온의 농도가 감소하면 다시 해당값 만큼 전위값이 증

가해야 한다. 이 같은 산소이온 농도의 증감에 대응하는 전위값의 가역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위해 LiCl 중 산화리튬의 농도가 

0.005, 0.5 및 2 %(무게) 되도록 각각의 용기에 준비하고  전극을 차례로, 반

복적으로 넣어가며 각각의 전위값을 측정하 다. 그림 2-24는 실험내용과 실

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결과에서, 농도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위값의 선형성과 가역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달리 제작된 전극을 이용한 여러 번의 선형성 및 가역성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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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  Plot of the electrode potential vs. log[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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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데이터의 재현성과 전극의 안정성 

용융염 기반의 공정에서는 고온 및 반응성이 물리화학적 조건에서 장시

간 측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같은 조건에서의 데이터의 재현성과 물리.화

학적 건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위해 동일한 전극을 수차례 반복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산

소이온의 농도에 대응하는 전위값의 재현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그 결과 

전극의 전위값의 좋은 재현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2-25는 동일한 전극을 여

러번의 다른 실험에 사용하여 얻은 데이터를 산소이온의 농도대 전위값을 

나타낸 것이다. 모두 좋은 선형관계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

서 절편(intercept) 의 값은 차이가 난다. 이는 각각 다른 batch 실험시 존재

하는 용존산소이온의 양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절편부근에서는 매우 적은

양의 산소이온농도에 의해서도 큰 값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Glove Box 내의 

상태 및 시약의 purity 등에 기인하며, 매번 실험시 약간의 차이는 불가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편값은 반응초기의 출발값의 의미일 뿐 농도

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전극의 용도에는 향을 주지 않는다. 

장시간 사용에 따른 물리적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극을 700℃ LiCl 

용융염에 48시간 담궈 성능을 시험해 보았다. 반응성이 가장 큰 리튬금속이 

용해도한계를 초과하는 과량으로 존재할 때도 물리적 건전성을 유지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산소이온전극 NiO|ZrO2(Y2O3)을 이용하면 다양한 

이온성 용융매질에서 산소이온의 농도를 편리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다양한 산업에서 공정반응이 고온의 이온성 용융매질에서 

진행되고, 이 때 산소이온(O
2-)이  공정의 중요변수로 작용함을 감안하면 여

러 목적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이용하면 불편하게 시

료를 채취하여 산에 의한 적정 등의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단점을 극복

하고 신속, 간편하며 실시간으로 용융염내의 산소이온의 농도변화를 모니터

링 함으로 관련 공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이다.

 (5) 산도측정법에 의한 우라늄환원 공정반응도 모니터링에의 적용

핵연료주기와 관련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기술은 사용후핵연료를 L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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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5.  Reproducibility of the linear electrode potential response
vs. the log[O2-] after several repeated 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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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염 매질에서 비습식으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개발의 목표는 용융염기반의 핵연료주기 중 최근에 개발된 금속

리튬에 의한 우라늄 및 악틴족 금속산화물의 환원공정 중 금속전환율을 실

시간 모니터링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산소이온전극을 이용하여 

이 공정에 의한 산화우라늄의 환원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에 적용하고자 하

다.

산소이온전극(NiO|ZrO2(Y2O3))은 산소이온농도대응 전위값의 선형성, 재

현성, 물리화학적 건전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 가지 문제점

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반응성이 매우 큰 리튬금속이 용융

염매질에 존재하는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i 금속

은 그 맹렬한 반응성으로 인해 고온 용융염같은 매질에서 견딜 재질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는 물질이다[2-8]. 리튬금속에 의한 산화우라늄의 환원

공정은 과량의 리튬금속 존재 하에서 반응의 진행도만큼 생성되는 산화리튬

(Li2O)에 의한 산소이온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700℃ LiCl 용

융염매질에서의  실제 우라늄환원공정에서 산소이온전극의 공정모니터링 적

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다. 산화우라늄 환원공정의 실험

내용은 다음 장의 전류측정법에 의한 공정모니터링부분에 상세히 기술하

다. 

그 반응은   U3O8  + 16 Li   →   3 U + 8 Li2O 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리튬금속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반응초기에는 산소이온이 없다가 반응이 

진행되는 만큼 산소이온이 생성되는 반응이다. 이 반응을 NiO|ZrO2(Y2O3) 전

극을 이용하여 반응진행도를 모니터링하여 그림 2-26에 실험결과를 나타내

었다. 

산소이온전극에 의한 전위차측정법에서 예상되는 결과는 생성된 산화리

튬의 양만큼 전위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결과

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전극전위에 향을 미치는 역반응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반응은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리튬금속 이온이 관

여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는 리튬금속의 작은 크기와 높은 반응성 때

문이다. 즉, 리튬금속은 크기가 매우 작고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산소이온과 

함께 YSZ 막을 통과하여 전극물질인 Ni 이온과 반응하여 기전력을 교란하



Fig. 2-26.  Monitoring of the uranium oxide reduction 
by lithium metal using oxide ion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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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위의 선형성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산화된 Ni을 환원시켜 전위값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원래 산소이온의 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전

극반응의 역반응에 해당한다. 이름 감안하면 NiO|ZrO2(Y2O3) 산소이온측정전

극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여 리튬금속이 다량 존재하는 산화우라늄의 

리튬금속에 의한 환원공정에는 적용이 불가함을 의미한다. 

이에, 리튬금속이 과량 존재하는 조건에서의 산화우라늄의 금속전환공정

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전류측정법을 도입하는 방법을 시

도하 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전류측정법을 이용한 공정반응도 측정기술 

개발”에 기술하 다.

 나. 전류측정법을 이용한 공정반응도 측정기술 개발 

앞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산소이온측정전극을 이용한 전위차 측정방

법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금속리튬이 과량 존재하는 Li 환원법에 의한 

금속환원공정의 모니터링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시간 

측정의 방안으로, 시간에 따르는 전류측정법(chronoamperometry)을 적용하

여 반응공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자 하 다. 이는 산소이온 대신에 리튬

환원공정에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생성되는 산화리튬의 농도에 의존하는 

환원전류를 측정함으로써 반응의 진행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

이다. 

 (1) 우라늄환원 공정 반응 

최근에 개발된 차세대 사용후 핵연료관리공정의 핵심부분 중 하나는 사

용 후 핵연료내의 산화우라늄을 LiCl 용융염 매질에서 금속우라늄으로 전환

하는 것이다[2-9,2-10]. 그 반응은 650℃ LiCl 용융염매질에서 진행되며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U3O8  + 16 Li   →   3 U + 8 Li2O 

그림 2-27에 사용후핵연료 금속우라늄 전환공정의 개요를 나타내었다.  

이 공정의 환원 진행 정도를 확인하는 종래 기술은 환원반응 중에 650℃의 



U3O8 + 16 Li    3 U + 8 Li2O

Fig. 2-27.  Scheme of lithium reduction of uranium oxide
in the spent nuclear fuel.

- 222 -



- 223 -

용융 염화리튬 시료를 채취한 후, 비활성 기체 분위기에서 식혀서 정확히 무

게를 잰 다음에 수소부피 측정기 내에서 증류수로 용해시킬 때 염화리튬에 

함유된 리튬금속과 증류수가 반응하여 발생하는 수소부피를 측정하여 리튬

금속의 양을 먼저 산출한다.  그 후 수소부피 측정기에 생긴 용액을 산(acid)

으로 적정하여 계산한 산화리튬 총량에서 수소부피 측정으로 얻어진 리튬금

속의 양을 빼줌으로서 우라늄산화물에 의해서 생성된 산화리튬의 정확한 양

을 구한다.  이 방법은 정확한 수소부피를 측정하여  Li 금속을 보정하는 과

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원공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시료를 채취하여 응고된 시료의 무게를 재고, 

분쇄하여 다시 용해시키는 등의 복잡한 분석절차가 필요했다. 이 공정반응을 

신속.간편 하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산소이온전극을 이용하는 방법

을 개발하고자 하 으나 공정 중 과량 존재하는 금속리튬의 부반응으로 인

하여 적용이 어려웠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류측정법에 의한 위 공

정의 실시간 모니터링방법을 시도하 다. 

 (2) 전류측정법을 위한 전기화학 시스템구성 

본 방법의 원리는 용융 LiCl에 용해되는 산화리튬(Li2O)의 해리특성과 이 

해리된 리튬이온을 리튬금속으로 환원시키는 전기분해 방법을 분석에 직접 

응용한 것이다. 

전기화학적 구성은 산화전극, 환원전극 그리고 potentiostat로 이루어져 

있다. 산화전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하고, 환원전극에서는 리튬금속이 환원되

는 전기분해법을 이용한다.  산화리튬(Li2O)은 산화우라늄 환원공정에서 산

화우라늄의 산소와 리튬금속이 반응하여 우라늄 금속이 얻어질 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화합물이다.  생성되는 산화리튬의 양은 환원반응으로 얻어진 우라

늄금속의 양에 비례하므로 산화리튬의 농도에 의존하는 환원전류를 

monitoring 함으로써 공정의 진행과정을  monitoring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림 9에 산화우라늄 환원공정반응을 실험실의 glove box 내에서의 소규모 모

사실험 및 모니터링 개요를 나타내었다.

측정은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을 potentiostat에 연결시켜 two-electrode 

system으로 환원전류를 모니터링한다. 전극재질로는 산화전극으로 백금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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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전극으로는 스텐강을 사용하 다. 

실제 전극에서의 반응시 백금선 산화전극에서는 산소이온이 산화하여 기

체산소가 발생되고, 스텐강 표면에서는 리튬이온이 리튬금속으로 환원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때 환원전극에서의 전류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함

으로써 우라늄산화물의 환원공정 진행정도를 간접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

는 것이다. 이를 실제 우라늄환원공정에 적용하여 반응공정도의 실시간 모니

터링 기술을 개발하 다.

 (3) 전류측정법에 의한 우라늄 환원 공정반응도 in-line 모니터링 

앞서 설명한 금속우라늄환원반응을 Glove Box 안의 비활성분위기에서 

진행하 다. 그림 2-28에 산화우라늄 환원공정반응 모사실험의 개요를 나타

내었다. 실험방법과 절차는 앞 절의 산소이온전극 실험부분과 대동소이하다. 

그림 2-29는 본 실험과 RIAR 에서의 실증공정의 결과를 동시에 보여주

고 있다.  그림에서 실선은 러시아 RIAR 연구소에서 리튬 금속에 의한 산화

우라늄 환원 실증공정의 데이터를 나타낸다. 이 실험은 한 번에 수 kg의 사

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환원시키는 실증 공정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반응

공정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속 교반기로 저어주면서 반응을 진행시켰고, 

반응의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반응시간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공정의 

진행도를 plot 하 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의 실험은 Glove Box 안에서 31.6g의 U3O8을 300g의 

용융 LiCl에서 진행하는 소규모실험임을 감안하여 교반하지 않더라도 확산에 

의해 반응생성물이 전극에 감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교반에 따르는 전기적 

신호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반하지 않고 실험을 진행하 다. 

리튬금속에 의해 산화우라늄의 환원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우라늄금속이 

얻어지는 동시에 아래의 반응식과 같이 부산물로 산화리튬이 당량적으로 생

성된다.

U3O8 + 16 Li ----> 3 U + 8 Li2O

우라늄금속이 많이 생성될수록 산화리튬의 생성량도 많아지게 된다.  따

라서 산화리튬을 전기분해 하여 얻어지는 전류량은 우라늄금속이 생성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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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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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조건

LiCl   : 300 g

U3O8 : 31.6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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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650oC under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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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8.  Scheme of lithium reduction of uranium oxide
in the molten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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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LiCl 용융염에서의  전기분해에서는 염소이온은 기체염소로 산화되며 리

튬이온은 리튬금속으로 환원된다. 산화리튬은 650℃의 LiCl 용융염에 

8.7wt%의 용해도를 갖으며 산소이온과 리튬이온으로 분리된다.  우라늄금속

과 함께 생성되는 산화리튬은 LiCl 용융염매질에서 해리되어 산화전극에서 

기체염소 대신에 기체산소를 발생시키고 cell potential은 산화리튬이 없을 때

보다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LiCl 만 존재할 경우에는 리튬금속이 생성되지 

않는 cell 전위에서 전기분해를 수행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우

라늄산화물이 금속으로 환원되면서 생성되는 산화리튬의 양이 증가할수록 

리튬이온이 환원되는 전류도 함께 증가한다. 그림 2-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이 완결된 후 전류는 약간 감소하 다. 이는 환원반응이 완결된 시점에

서는 산화리튬의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므로 전류도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전기분해에 의해서 산화리튬의 농도가 감소하므로 환원전류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공정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환원전류값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전류값이 계속 증가하다가 최대치에 도달 후 전류값이 최대치를 유지 혹

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 이미 공정반응이 종결된 것으로 실시간으

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반응종결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환원전류값이 최대치에 도달 한 

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낼 때 실험을 종결하고, 환원우라늄시료를 채

취하여 X선 회절법으로 화학적 상태를 확인하 다. 그 결과 U3O8에 의한 

peak 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부분 우라늄 금속으로 환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30 참조) 

XRD 결과에 흥미로운 사실중 하나는 니켈에 의한 peak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를 확인한 결과 환원 우라늄의 시료에 니켈금속이 일부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응용기바닥에 생성된 일부 금속우라늄이 약 70

0℃ 조건에서 반응용기인 니켈도가니와 반응하여 우라늄-니켈 합금을 이루

기 때문이다.  동일한 실험을 니켈도가니 대신 스텐강을 사용했을 때에도 용

기바닥의 환원된 금속우라늄은 일부가 U-Fe 합금으로 확인되었다.  

위 결과로부터 리튬금속에 의한 산화우라늄환원공정의 실시간 모니터링



19-0853 (I) - Nickel Uranium - Ni5U - Y: 6.25 % - d x by: 1.000 - WL: 1.54056
34-0396 (I) - Iron Chromium 434-L stainless steel - Fe-Cr - Y: 19.27 % - d x by: 1.000 - WL: 1.54056
24-0749 (C) - Uranium - U - Y: 26.39 % - d x by: 1.000 - WL: 1.54056
17-0659 (C) - Uranium Oxide - UO - Y: 50.00 % - d x by: 1.000 - WL: 1.54056
11-0628 (I) - Uranium - U - Y: 22.92 % - d x by: 1.000 - WL: 1.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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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0.  X-ray diffractogram of reduced uranium produced by 
lithium red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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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최대의 난제 던 금속리튬에 의한 부반응문제가 시간전류측정법으로 해

결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기술을 적용하면 지금까지의 시료채취 등 복잡하고 시간이 많

이 걸리는 습식 분석방법과는 달리 산화전극과 환원전극만으로 우라늄산화

물의 환원반응이 진행되는 정도를 직접 monitoring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정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4.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우라늄산화물의 환원반응 규명

  가. 리튬금속에 의한 우라늄산화물의 환원

리튬금속을 사용하여 우라늄산화물을 환원시키는 기존의 건식공정은 습

식공정과는 달리 중성자 감속효과가 적으므로 핵임계에 도달하는 것이 상대

적으로 어려우므로 습식공정보다 작은 규모의 시설로 많은 양의 사용후핵연

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습식공정보다 핵확산 저항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플

루토늄을 순수하게 분리할 수 없는 용융염기술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겠다.  즉, 습식공정과는 달리 분리된 플루토늄은 다양한 핵분열생성물들

과 우라늄을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어서 깨끗한 상태로 플루토늄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건식공정에서는 산화물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환원시키

기 위하여 반응성이 큰 리튬금속을 사용한다는 점과 산소와 수분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활성분위기에서 실험을 수행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우라늄산화물을 환원시키는데 사용하는 리튬금속의 양이 많기 때문에 

리튬금속이 우라늄산화물과 반응하여 부산물로 생성되는 산화리튬을 전기분

해 시켜 리튬금속을 회수하는 공정이 필요하다.  차세대관리공정에서 기본개

념으로 설정한 공정흐름도는 그림 2-31과 같다.  

이 공정에서는 알카리족 원소들과 알카리토족 원소들은 리튬금속에 의해

서 환원되지 않는 대신에 매질인 염화리튬의 염소이온과 반응하여 염화물 

또는 -oxychloride 형태의 화합물로 변하여 용융염에 용해되고, 우라늄과 

TRU 원소들 및 귀금속을 포함한 전이금속들은 금속으로 환원되어 비중 차

이에 의해서 바닥에 침전으로 가라앉는다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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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탄족원소들의 경우에는 산화물 형태에서 금속으로 환원되지 않고 부산

물인 산화리튬과 반응하여 혼합산화물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이

렇게 환원되지 않고 혼합산화물을 형성한 란탄족원소들의 대부분은 환원된 

우라늄 금속과 함께 침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예측과는 달리 리튬금속을 사용하는 공정의 가장 큰 단점은 부산물

로 생성되는 산화리튬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TRU 원소들이 환원되지 

않고 산화물 상태로 남는다는 점이다.  플루토늄의 경우, 3wt% 이상의 산화

리튬 농도에서 금속으로 환원되기 보다는 산화물 형태가 안정한 것으로 알

려졌으며, Am의 경우에도 약 5.1wt% 이상의 산화리튬 농도에서 산화물이 

안정하여 환원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Pu을 포함한 TRU 원소들을 우라늄과 함께 금속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산화리튬의 농도를 3wt% 이하로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산화

리튬의 농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습식공정보다 반응장치를 소형화시킬 수 있

다는 용융염 공정의 장점을 감소시킨다.

  나.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우라늄산화물의 환원

전기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금속산화물을 금속으로 직접 환원시키려는 

연구가 계속되어 왔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하 다.  최근에 950℃의 CaCl2 

용융염에서 전기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그림 2-32와 같이 TiO2를 환원시키

는 공정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핵연료

를 금속으로 환원시키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특히 

미국, 일본 및 독일 등에서 용융염에서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우라늄산화물을 

환원시키는 연구가 리튬금속을 사용하는 공정을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그림 2-3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LiCl 용융염내 환원전극에서 얻어진 

Li금속은 우라늄산화물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원자와 반응하여 Li2O를 생성하

고, Li2O는 다시 Li이온과 산소이온으로 해리된다. 산소이온은 산화전극에서 

산소gas로 산화되어 제거되고, 리튬이온은 환원전극에서 다시 환원되어 궁극

적으로 우라늄산화물을 금속으로 환원시킨다.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우라늄산화물의 환원공정은 기존의 리튬금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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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3. The Mechanism of Electrochemical Redu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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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환원공정과 부산물로 얻어지는 산화리튬의 전기분해 공정을 통합시켜 

한 개의 공정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더욱 큰 장점은 

반응성이 큰 리튬금속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부산물인 산화리튬에  

의한 농도 제한이 없어짐으로서 건식공정의 가장 큰 장점인 반응장치의 소

형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론적으로 염화리튬에 가해준 산화리튬이 해리한 상태에서 전위를 걸어

주거나 전류를 흘려주면 산화전극에서는 산소이온이 기체상태의 산소로 산

화되고, 우라늄산화물로 제작된 환원전극에서는 먼저 리튬이온이 리튬금속으

로 환원된다.  생성된 리튬금속은 우라늄산화물의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리튬

을 재생시키고 우라늄은 금속으로 환원된다.  생성된 리튬금속만큼만 우라늄

산화물과 반응하므로 산화리튬의 농도는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

라늄산화물이 완전히 환원될 때까지 산화리튬의 농도는 증가하지 않고 일정

한 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우라늄산화물이 환원되면 산화

리튬의 농도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TRU 원소들의 환원에 미치는 산화리튬의 

향을 배제시킬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아르곤(Ar) 분위기의 glove box 내에서 모든 시료를 준비

하 고 반응용기는 glassy carbon, 니켈 또는 스텐레스강으로 만들어 사용하

으며, U3O8을 다공성 MgO 컵에 넣어서 환원전극으로, 백금, 금, 탄소 및 

glassy carbon을 산화전극으로 사용하여 일정전류를 흘려주면서 환원전극 

전위를 측정하거나, 일정전위를 걸어주고 환원전류의 변화를 측정하 다.  

Potentiostat는 EG&G사 Model PAR273A를 사용하 고, 50 mA - 300 

mA의 전류를 걸어주고 전위 변화를 측정하거나, -2.0V 이하의 환원전위를 

걸어주고 시간에 따라서 얻어지는 환원전류를 측정하 다.  기준전극을 별도

로 사용하지 않는 2-electrode system을 사용하 으며 산화전극으로는 백금

선, 금선, 탄소봉 및 glassy carbon rod를 사용하 다.  환원전극으로는 

stainless steel(SS) rod를 사용하 다. 금속으로 환원시키려는 U3O8은 작은 

MgO 용기에 넣고 SS rod와 연결하여 사용하거나, 유기 중합체와 혼합시켜 

환원전극인 SS rod를 hot dog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 다.  또한 U3O8을 용

기바닥에 놓고 전기분해를 하여 생성된 Li금속이 LiCl 내 용해도에 의해서 

반응하는 실험도 시도하 다.  이 방법은 비록 교반하지는 않지만 Li금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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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우라늄산화물을 환원시키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초기의 과량

의 리튬금속이 투입되는 것과 달리 전기화학적으로 소량씩 생성되는 리튬이 

반응함으로써 반응시간이 초기에 과량의 리튬금속을 사용하는 것보다 반응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Two-electrode system을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전기화학적 

환원을 시작하여 Li금속을 생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반응이 종결될 때까지 

용융염 조성 특히 Li2O의 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 다.

   (1) 환원특성 및 환원 메카니즘 규명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우라늄산화물의 환원반응은 우라늄산화물을 환

원전극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원전극 표면에서 생성된 리튬금속이 우라늄

산화물과 직접 반응하므로, 용해도 및 격렬한 교반에 의존하는 기존 공정보

다 효율적이다.

우라늄 산화물을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환원시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U3O8을 환원전극으로 사용한 기초 실험을 수행하 으며, 얻어진 생성물

의 화학종은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하여 확인하 다.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650℃ LiCl 용융염내 우라늄 산화물을 환원시키면

서 반응시간 경과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전기화학적 환원에 따른 우라늄

의 화학종을 EXAFS로 분석한 결과, 산화우라늄은 U3O8에서 UO2를 거쳐 최

종적으로 U 금속으로 환원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그림 2-34 참조).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산화우라늄의 환원속도는 생성된 산화리튬의 역

확산 속도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리튬금속과 우라늄산화물 간의 

환원반응은 매우 빠른 발열반응이지만, 얼마간의 환원시간이 지난 후에는 전

기화학적으로 생성시킨 리튬이 산화우라늄과 반응하지 않고 용액에 남아 있

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응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2-35는 우라늄을 함유한 환원전극에 -2.9V의 환원전위를 걸어주었

을 때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측정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에는 약 

200mA의 환원전류를 얻다가 서서히 환원전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서 전

기분해 중에 용융염 내 산화리튬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류

는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증가하여 약 150mA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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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4. EXAFS spectra of standard materials (U, UO2, U3O8) and 
samples taken after 10 hrs electrochemical reduction of U3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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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산화우라늄 표면에 생성된 우라늄

금속이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성된 산화리튬이 국부적으로는 용해도

보다 높은 농도를 갖기 때문에 즉시 용해되지 못하고 이들이 리튬금속과 산

화우라늄의 반응을 방해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산화리튬이 서서히 녹아 용융

염내 산화리튬의 농도가 증가하면 다시 환원전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전류가 일정한 값에서 평형을 이루는 것은 전기화학적으로 얻어진 리튬

금속이 우라늄산화물과 반응하여 산화리튬을 생성하는 속도와 산화리튬이 

용융염으로 녹아들어 가는 속도가 거의 같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3wt%의 산화리튬을 용해시킨 LiCl 용융염에서 

glassy carbon을 산화전극으로 사용하고 우라늄산화물을 환원전극으로 만들

어 환원전극에 대한 cyclic voltammtry를 수행하 다.  그림 2-36은 650℃에

서 용해시킨 후 첫 번째로 얻어진 cyclic voltammogram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약 -1.55V에서 리튬금속이 환원되는 최대 전류 값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역으로 전위를 이동하 을 때 리튬금속이 다시 산화되는 전류곡

선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초기 전기분해에서 생성된 리튬금속이 

우라늄산화물과 매우 빠른 속도로 반응하여 전극표면에는 더 이상 리튬금속

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0mA의 전류로 1시간 동안 리튬을 생성시키는 전기분해를 수행한 다음

에 다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 을 때 얻어진 voltammogram은 그림 

2-37에 나타내었다.  -1.98V에서 리튬금속이 환원되는 최대 전류 값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전위를 역으로 이동시킬 때 생성된 상응하는 산화전류 곡선

을 볼 수 있다.  이 산화전류 값은 생성된 리튬금속이 우라늄산화물과 반응

하지 않고 전극 표면에 남아 있다가 다시 산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

라늄산화물이 어느 정도 우라늄 금속으로 환원된 후에는 전극표면 근처에 

리튬금속과 반응할 우라늄산화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리튬금속

의 재산화 전류곡선이 얻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약 1시간이 더 경과한 후에 얻어진 그림 2-38의 cyclic voltammogram은 

리튬의 환원전류 곡선은 보여주었으나 산화전류 곡선은 발견할 수 없었다.  

즉, 생성된 우라늄금속과 산화리튬에 의해서 방해받던 리튬금속과 우라늄산

화물의 반응이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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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로부터 우라늄산화물의 환원반응은 생성된 산화리튬이 용융염으로 

녹아 들어가는 속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U3O8의 환원반응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누

어 생각할 수 있다.

Li
+ + e-  → Li Electron transfer reaction

16 Li + U3O8 → 3 U + 8 Li2O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의 반응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전극표면에는 생성된 

리튬금속이 존재할 가능성이 적으며 이 반응은 전형적인 EC mechanism으

로 리튬의 환원전류곡선이 양 전위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리튬만의 환원-산화 전류곡선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2-37에서 최대 전류 

값이 그림 2-36과 2-38에서는 양 전위 방향으로 크게 이동할 뿐만 아니라 

산화전류곡선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chemical 

reaction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래의 Nernst 식으로부터 산

화화학종과 환원화학종의 비율을 예측할 수 있다.

E=E o+
RT
nF
ln
C O(x=0)

C R(x=0)

여기서, Co = Li
+ and CR = Li metal의 농도를 나타내며, 온도의 차이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실온인 25℃에서는 한 개의 전자를 주고받는 산화-환

원반응일 때 농도의 비율이 10배 증가할 때 아래의 식과 같이  59mV가 양

의 전위 방향으로 이동하며

E=E o+
59
n
ln
C O(x=0)

C R(x=0)

650℃의 온도에서는 한 개의 전자를 주고받는 농도의 비율이 10배 증가

할 때 아래의 식과 같이 약 180mV가 양의 전위 방향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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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650℃, E=E
o+
183
n
ln
C O(x=0)

C R(x=0)

본 실험에서는 환원전위가 약 400mV 이상 양의 전위 쪽으로 이동한 것

으로 보아 우라늄산화물이 존재할 경우의 산화화학종인 Li
+농도가 우라늄산

화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농도비율보다 약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화학반응의 부산물로 얻어진 Li2O는 650 ℃의 LiCl 용융염에서 8.7wt%의 

용해도를 갖기 때문에 다시 해리하여 Li2O의 농도가 일정할 것으로 예상했

으나, Li2O 농도가 초기 농도보다 감소하는 것은 이것이 전극표면에서 생성

된 모든 Li2O을 해리시킬만큼 LiCl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융염 내

로 확산되는 속도도 느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U3O8을 용기바닥에 놓고 전기분해를 하여 생성된 Li금속이 LiCl 내 

용해도에 의해서 반응하는 실험도 시도하 다.  이 방법은 비록 교반하지는 

않지만 Li금속을 사용하여 우라늄산화물을 환원시키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

로 초기의 과량의 리튬금속이 투입되는 것과 달리 전기화학적으로 소량씩 

생성되는 리튬이 반응함으로써 반응시간이 초기에 과량의 리튬금속을 사용

하는 것보다 반응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2) 전기화학적 환원에 미치는 온도의 향

우라늄산화물의 전기화학적 환원에 미치는 온도의 향을 보기 위하여 

650℃ LiCl 대신에 450℃ LiCl-KCl에서의 환원반응을 조사하 다. 온도가 감

소함에 따라서 산화리튬의 용해도가 8.7wt%(650℃)에서 1.5wt%(450℃)로 급

격히 감소하고, 확산속도도 함께 감소한다는 것, 환원반응이 산화리튬의 역

확산에 지배받는다는 것, 그리고 초기 산화리튬의 용해도가 작기 때문에 환

원전류의 크기가 작아서 리튬금속을 생성하는 속도가 감소한다는 점 때문에 

우라늄산화물의 환원에 장시간이 소요되리라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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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화전극의 향

650℃ LiCl 용융염 내 우라늄산화물의 전기화학적 환원에 미치는 전극의 

향을 보기 위하여 탄소, glassy carbon, 백금 및 금을 산화전극으로 사용하

다.  

탄소와 glassy carbon의 경우,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CO 또는 CO2

를 형성하는 반응 때문에 보다 낮은 cell 전위에서 리튬금속을 얻을 수 있는 

소모성 산화전극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전류효율이 매우 

나빴다.  그 이유로는 생성된 CO2가 LiCl 내의 Li2O와 반응하여 Li2CO3를 형

성하고, 환원전극에서 생성된 Li금속이 산화우라늄과 반응하는 대신에 해리

된 CO3
-2
 이온을 환원시켜 탄소를 만들어 환원전극 표면에 부착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산화전극을 MgO 다공성막으로 감싸서 CO3
-2
 이

온의 환원전극으로의 확산을 감소시키는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백금과 금은 산화우라늄을 우라늄금속으로 환원시킬 수는 있으나, 반응 

중에 전극의 일부가 용융염 내로 용해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값싸고 

안정한 산화전극 물질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5. 연구 결론

위에서 밝힌 온도 및 산화 리튬 농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공정에서의 

반응진행에 따른 반응속도 변화에 다음과 같은 향을 미칠 것이다.

금속 우라늄은 온도나 산화 리튬 농도에 무관하게 수 μg/g 이하의 아주 

낮은 용해도를 보이므로 생성물을 침적에 의해 정량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산화 우라늄의 용해도도 산화 리튬의 농도가 낮으면 즉, 반응이 진행되기 전

에는 수 μg/g 정도이므로 금속 리튬에 의한 환원반응은 비균질상 반응에 의

존해야 하며 격렬한 교반이 필요하다. 금속 리튬은 650 oC에서 1 mole% 정

도의 용해도를 가지며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산화 리튬의 농도가 높을수

록 증가한다. 따라서 액상 및 용존상 금속 리튬이 함께 반응에 참여한다.

고체상태로 분산된 산화 우라늄이 분산된 액상 또는 용존 금속 리튬과 

접하면 계면반응에 의해 산소를 잃으면서 우라늄(III) 이온을 형성할 것이다. 



- 245 -

생성된 우라늄(III) 이온은 높은 용해도 때문에 용융염 중으로 빠르게 확산할 

것이다. 용융염 중으로 확산된 우라늄(III)가 계속 환원되기 위해서는 분산된 

액상의 금속 리튬보다는 용융염 중에 용존하는 금속 리튬과의 반응이 더 빠

르다. 따라서 반응의 진행으로 생성된 산화 리튬의 농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

라서 금속 리튬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우라늄(III)의 환원은 빨라질 것이다. 

산화 우라늄의 용해도의 절대값이 금속 리튬보다 작기 때문에 산화 리튬 

농도가 증가하면 산화 우라늄의 용해도가 증가하여도 반응속도에 미치는 

향은 크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산된 고체상보다는 용존하는 산

화 우라늄이 분산된 액상 특히 용존 금속 리튬과 반응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다. 따라서 반응이 진행할수록 산화 리튬의 농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서 용존하는 산화 우라늄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UO2 또는 U3O8의 환원도 빨

라질 것이다. 

우라늄(III) 이온과 산화 리튬 또는 산화 우라늄과의 상호작용도 반응속

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우라늄(III) 이온이 산화 리튬과 강하게 상호작용

하면 금속 리튬에 의한 환원이 방해를 받을 것이다. 반면에 UO2와 생성된 

우라늄(III) 이온의 상호작용에 의해 용해성 U(IV)-O...U(III) 화학종을 형성

하여 용존 하는 산화 우라늄의 농도를 높인다면 반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화학종 간의 상호작용과 이들이 금속 리튬에 의한 산화 우라

늄의 환원거동에 미치는 향을 밝히기 위해서는 용존상태에서 화학종을 측

정할 수 있는 분광학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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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사핵연료 내 동위원소 분포 및 미세 구조변화 측정시

스템 개발

1. 연구 개요 

조사핵연료의 경방향(core-to-rim) 동위원소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LA/ICP-MS(Laser Ablation/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er)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 구성을 위하여 EU JRC 산하 ITU 연구소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기초 자료를 확보 하 으며, 이를 토대로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LA/ICP-MS 시스템 구성하고자 감마선 차폐를 고려한 laser ablation 

시스템의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 측정시스템에 사용될 조사핵연료 시편의 

크기의 결정하 으며, 이 크기에 해당되는 조사핵연료 시료의 방사능을 근거

로 SCALE 4.4 code를 이용하여 텅스텐, 납 및 탄소강에 대해 차폐해석을 

수행하고 차폐능, 재료의 가격 및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차폐공간과 차폐물질

을 선정하 다. 시편의 미세 역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ablation을 

위한 laser, 경방향 시료표면 관찰을 위한 image 시스템 및 미세이동 장치 

등의 단위기기가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경방향 동위원소 분포 측정에 

적합하도록 이들의 규격을 선정하 다. 시료 채취용 ablation chamber는 사

용후핵연료 시편에 적합하도록 자체 제작하 으며 선정된 레이저발생장치, 

CCD 카메라, controller, 미세이동장치, ablation chamber 및 광학부품 등을 

사용하여 Laser ablation 시스템을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laser 

ablation 시스템과 현재 활용 중인 ICP-MS 시스템을 결합하여 LA/ICP-MS 

시스템을 구성한 후, 공간분해능및 동위원소 비의 측정 정 도에 관한 종합

적인 성능시험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미세 역에서의 동위원소 분

포 측정을 위한 적용성 여부를 평가하 다.

고연소 핵연료의 경방향(core-to-rim) 미세 결정구조 변화를 측정하기 위

하여 미세 역에서 X-선에 대한 회절패턴을 측정할 수 있는 micro-XRD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EU JRC 산하 독일의 ITU 연구소와 기술협

력을 통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 으며, micro-XRD 시스템의 핵심기술인 미

세빔 집광기를 자체 제작하 다. 미세빔 집광기와 시편 holder를 미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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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기위해 미세빔 정렬장치와 경방향 시편 미세이동장치를 제작하고 활

용 중인 XRD 시스템에 부착하여 micro-XRD 시스템을 구성하 다. 구성된 

micro-XRD 시스템의 공간분해능을 측정하 으며, UO2 소결체를 대상으로 

X-선 회절패턴의 재현성을 확인하 고, 균일한 결정구조를 갖는 UO2 시편과 

zirconium 산화물이 일부 생성된 Zircaloy-4 시편을 대상으로 미세부위 구조

변화를 측정하여,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rim 역에서의 구조변화 측정을 위

한 micro-XRD 적용성 여부를 평가하 다. 

2. 조사핵연료 내 동위원소 분포측정 시스템개발 

 가. Laser ablation/ICP-MS 시스템 구성 및 성능시험

  (1) Laser ablation/ICP-MS 시스템 개념설계 

   (가) 차폐기준 설정 

동위원소 분포측정을 위해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방사성 물질의 격

납을 위한 차폐장치가 필요하다. 차폐장치는 방사성 핵종의 누출을 방지하거

나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 취급시설의 설계지침 규정을 따라야 한다

[3-1]. 차폐 개념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반 고려사항

     ㉮ 작업 공정 혹은 작업내용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방사성 물질의 제거나 작업자의 접근을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작업자의 체형 및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크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지구조물은 설치장비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 러브 박스 내부에 직접 혹은 장비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 시험포트, 덕트, 밸브 및 차폐창 등의 관통부는 봉되어 오염으로

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을 위해 사용 전에 현장 

누설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오염 시 용이하게 제염할 수 있도록 표면이 거칠지 않아야 하고 각

진 모서리나 틈새, 흡수제 등이 없어야 한다.  

     ㉴ 불연성, 내부식성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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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특수 고려사항

     ㉮ 방사선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위원소 분포 및 결정구조 변화 

분석에 필요한 시료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편크기를 정한다. 

     ㉯ 분석될 시료의 이력 및 시료의 양에 대한 방사능 계산과 이에 대한 

차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시료이송장치의 경우, 접속부를 통한 오염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

며, 시료의 반입 혹은 반출 시 러브박스 내의 압력과 차폐능이 유

지되어야 하며 예상되는 자재의 반출입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한다.  

     ㉱ 러브박스 내에서 시료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Laser ablation을 위한 ablation chamber 제작 시 방사성 시료임을 

고려하여 시료의 장착 시 원격조종이 가능하여야 하며, ablation된 

입자가 ICP-MS에 이르는 라인의 교환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Laser, CCD 카메라, 미세이동장치 등 구성부품들의 위치결정 시 오

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의 동작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구성

부품들은 가능한 한 러브박스 외부에 설치되도록 구성한다.  

   (나) 시료크기 결정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미세 역에서 경방향 구조변화와 동위원소 분포분

석을 수행할 예정이며, 구조변화 측정은 시료의 표면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

이므로 동일 시료에 대해 먼저 micro-XRD를 이용하여 격자상수 변화나 결

정구조변화를 측정한 후, laser ablation/ICP-MS에 의한 동위원소 분포측정

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료의 크기는 방사능 및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

한 작아야한다. 동일한 시편에 대해 구조분석과 동위원소 분포분석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micro-XRD 시스템의 측정 폭(3 ㎜)과 사용후핵연료의 

직경(10 ㎜)을 고려하여 시료의 크기를 결정하 다. 따라서 대상핵연료 시료

의 크기는 10 x 3 x 1 ㎜으로 정하 으며, 이는 핵연료 무게로 0.4 - 0.5 g

에 해당된다. 시편전체 크기는 몰더의 크기를 고려하여 30 ㎜(직경) x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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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크기의 원통으로 정하 다. 

   (다) 차폐계산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원으로는 핵분열생성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 피

복관과 경원소가 중성자를 흡수하고 방사화되어 방출되는 감마선, 악틴족 원

소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 등이 있다. 이 중 핵분열생성물로부터 방출되는 

것이 지배적으로 전체 감마선 방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차폐해석은 

농축도 5 wt%, 연소도 50 GWd/MtU, 냉각시간 3년인 가압경수로 사용후핵

연료(17x17 형)를 모델로 하 으며, SCALE 4.4 (ORIGEN-S & QADS 코

드)를 사용하여 차폐해석을 하 다. 계산에 사용된 대상핵연료는 위에서 정

해진 시편의 규격에 대해 보수적 개념을 적용시켜 1 g (1 Ci)으로 하 으며, 

러브박스 규격은 1 x 1 x 1 m로 하 다. 차폐체로는 텅스텐, 납 및 탄소

강을 고려하 으며, 차폐는 러브박스 내 ablation chamber 주위와 러브

박스 외부로 한정하 다. 차폐계산을 위한 input parameter로는 핵연료 연소

이력 및 양, 차폐체 종류 및 기하구조, 측정이 요구되는 지점을 변수로 사용

하 으며, output parameter로부터 요구한 측정지점에서의 방사능 양과 작업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 다. 차폐체 두께가 5 ㎝일 때의 선량을 계

산한 결과, 텅스텐과 납은 방사선 허용치 이하 으나 탄소강의 경우 허용 기

준치를 초과하 다. 텅스텐의 경우 차폐능은 좋으나 가격이 비싸고, 탄소강

의 경우 가격은 싸지만 차폐능이 허용치를 만족시키지 못하 다. 경제성과 

차폐성능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납을 차폐체로 선정하 다(표 3-1).  

  

   (라) 러브박스 개념설계 

Laser ablation 시스템과 이를 설치할 러브박스에 대해 연구목적에 적

합한 개념을 설정하고자 각 부품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① 레이저의 설치        

     ㉮ 레이저의 파장

레이저 파장에 따라 시료의 흡광이 달라지므로 ablated mass도 파장에 

의존하며 파장이 짧으면 흡광이 감소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3-2]. 적외

선 파장은 매질에 따라 흡광이 많이 달라지며, spot size도 자외선 파장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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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크고 분말이나 압분체에 적용하기 어려워 자외선 파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0-30 ns의 펄스 지속시간을 지닌 엑시머 레이저 (KrF; 248 nm, 

XeCl; 308 nm, ArF; 193 nm), CO2 laser 등이 ablation 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싸고 간편한 Nd:YAG (Y3Al5O12) 

레이저로 단일(single) 혹은 연속(continuous) 펄스모드에서 작동될 수 있다. 

주로 1064 nm에서 펄스지속시간 7-10 ns인 10 ∼ 300 mJ의 펄스가 사용되

며 frequency doubling, tripling, quadrupling, quintupling에 의해 532, 355, 

266 또는 213 nm의 파장을 사용하며 파장이 짧을수록 공간분해능이 좋아지

고 분석정 도가 향상된다. 

Table 3-1. Comparison of price, density and radiation dose rate of 

various shielding materials 

Material Tungsten Lead Carbon steel

Price (won/kg) 100,000 1,000 400

Density (g/cm3) 19.35 11.344 7.8212

Thickness (cm) 5 5 5

Radiation 

dose rates 

(mrem/h)

Center
Surface

50 cm

12.06

1.08

81.80

7.34

1435.5

128.83

Bottom
Surface

50 cm

14.82

1.34

101.34

9.31

1836.1

165.36

Top
Surface

50 cm

14.82

1.34

101.34

9.31

1836.1

165.36

Allowance
200 (surface)

10 (50cm)

     ㉯ 레이저의 세기

레이저의 세기는 고체의 conduction band와 표면 위의 플라즈마 중에 있



- 251 -

는 전자의 가열 및 생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자다. 레이저 에

너지가 클수록 시료 채취량도 많아지고 ICP로 운반되는 양도 많아지므로 효

과적이다. 그러나 시료채취량이 과다하면 cone이 막히거나, memory effect, 

plasma disequilibrium과 같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 용기나 용기에서 ICP로

의 운반라인에 쌓이는 입자들에 의한  memory effect는 정기적인 청소나 운

반 라인의 교환을 필요로 한다. 또한 과량의 시료로 인한 plasma 

disequilibrium은 이온화를 방해하여 정량이 불가능하게 된다. 대부분의 고체

물질을 증발시키기 위해서는 레이저 출력이 104∼109 W/㎠ 정도가 되어야한

다. Salter와 Kunze[3-3]가 Ti에 대하여 레이저에 의한 원자화정도를 연구한 

결과, 7 x 107 W/㎠ 이하의 출력에서는 원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5 x 108 

W/㎠ 이상의 출력에서 증발된 입자들이 부분적으로 이온화됨을 관찰하 다. 

따라서 대략 104∼109 W/㎠ 정도가 ICP 분석에 적당한 에너지이다.    

     ㉰ 빔의 형태

매번 레이저를 발사할 때마다 beam profile의 재현성이 좋아야 한다. 레

이저 출구에서의 빔의 공간형태는 레이저 핀홀(pin hole)의 기하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핀홀이 대칭형태이면 공간구조도 단순해진다. 빔은 적어도 crater가 

종모양이 되는 Gaussian 형태를 지녀야 하는데 대칭성이 가장 좋은 것이 

TEM00(Transverse Electromagnetic Mode) 모드로 아래첨자로 표시된 숫자

는 두 개의 orthogonal 방향의 mode의 숫자를 표시하며 가장 대칭성이 좋은 

것이 TEM00 모드이다. 빔의 형태는 Gaussian 형태일 뿐만 아니라 출력분포

의 균일성이 뛰어난 "Flat-top" 형태의 것이 좋다. 이러한 형태의 빔은 

Gaussian 빔을 늘이거나, aperture를 이용해 가운데만 취하거나, 특수 설계된 

렌즈나 거울을 이용하여 광학 정렬하여 만들어지며, 이러한 빔에 의해 패인 

crater는 flat-bottom에 가깝다.   

     ㉱ 렌즈

Ablation 장치에는 구형 렌즈가 많이 사용되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빔을 

늘일 경우 원통형 렌즈를 사용할 수도 있다. 렌즈의 성능은 렌즈의 수차

(aberration)에 의존한다. 구면수차를 줄이기 위해 광축에서 벗어나는 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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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늘게 하기 위한 aperture를 사용할 수도 있다. 광학부품의 재질은 레이저

의 파장이나, 에너지, 펄스 반복속도(repetition rate)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350-1000 nm 범위에서는 quartz, pyrex 혹은 다른 유리들이 사용될 수 있으

나, 190-350 nm의 자외선 역에서는 펄스 반복속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 

fused silica가 적당하나, 펄스 반복속도가 높은 경우 quartz 단결정, CaF2나 

MgF2 렌즈가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 사용될 레이저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064, 533, 355 및 266 nm의 파장변환이 가능한 

Nd:YAG 레이저로 multimode 및 flat top 모드가 가능하여야 하며, 출력은 

266nm에서 6 mJ 이상, spot size는 20 - 200 μm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어

야 한다. 그 외에 laser의 각 파장에서 사용가능한 광학부품을 갖추어야 한

다. 레이저 발생장치, power supply 및 power meter는 러브박스 외부에, 

렌즈, 거울 등 광학부품은 러브박스 내부에 설치한다. 

    ② 카메라의 설치

CCD 카메라를 러브박스 외부에 설치하고 렌즈 등 광학부품은 러브

박스 내부에 설치하며 규격은 공간분석 능력이 ㎛ 단위까지 가능하기 위해

서 이미지 배율이 100 - 500배 이상이어야 하며, 가시광선에서 사용 가능한 

광학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미세이동장치 

사용후핵연료 중 동위원소 경방향 분포분석을 위해서는 시료를 미세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방사성 시료임을 감안하면 컴퓨터를 통한 원격

조정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갖추어야 한다. 시스템 구성

목적에 적합한 이동장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최소 이동거리는 1 μm, 전체 

이동거리 50 mm, XYZ 3 방향 직선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④ 이송장치 접속

시편을 반출 혹은 반입하는 이송장치의 접속부분으로 원격조종기에 의한 

개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Sliding 방식의 차폐문과 차폐문 지지대, 그리고 차

폐벽에 고정하기 위한 하우징으로 구성하고 내부의 직경은 이송용기 내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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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120 ㎜)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이송용기 접속부에서 차폐손실을 막기 위

해 접촉면은 사다리꼴의 요철구조로 한다. 차폐 러브박스 접속부와 이송용

기가 결합된 상태의 개략도를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⑤ 원격조종기 

방사성 시료의 취급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러브박스의 앞면에 tong

이나 tele-manipulator를 설치하되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한다. 원격조종

기는 사용 중 기계적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벼운 재질을 사용하여 중

량을 줄여야 하며, 상하이동, 좌우이동이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팔의 길

이는 작업내용과 러브박스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⑥ 환기시스템

러브박스 내부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기로 방출하기 전에 여과하여 방사성 오염물질 배출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기시스템은 흡기구, 배기구, 필터, 밸브류 및 차압계로 구성

되며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러브박스 내는 부압을 유지한다. 차

압은 17∼25 mmWG가 유지되어야하며 차압계는 러브박스 외부에 설치하

여 부압 유지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흡기구 및 배기구에는 HEPA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필터를 설치하고, 배기구는 조사후 시험시

설의 DUP 라인에 연결시켜 배기 기체의 외부방출을 방지한다. 밸브나 

bypass 라인을 설치하여 HEPA 필터의 교체시에도 내부의 부압이 유지되도

록 한다. 

    ⑦ 조명

러브박스 천장 외부에 형광등을 설치하여 교체가 용이하게 하고 스위

치는 러브박스 외부에 설치하여 소등과 점등이 용이하도록 한다. 충분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조명의 방향에 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⑧ 납유리 부착

납유리는 차폐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작업의 편의를 위한 충분한 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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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여야 한다. 시편 장착을 위해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전면에 차폐요건을 

만족하는 납유리로 차폐창을 부착하되, 사각지대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시야

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위치 및 크기를 정한다. 납 차폐벽과 동일한 차폐효

율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납유리의 도를 정한다. 

    ⑨ 경보 및 감시장치

러브박스 내부에 적절한 차압이 손실되었을 때 경보장치가 작동되어야 

하며, 러브박스 주위에는 방사능 감시장치 및 경보장치를 갖춘다.

시료크기 및 차폐계산을 통하여 러브박스의 규격은 1 x 1 x 1 m로 설

정하고, 위에서 언급한 개념들을 근거로 각각 구성부품들의 규격을 도출하

고 구성부품들의 위치를 결정하 다. 레이저발생장치 및 각종 controller 등

은 러브박스 외부에 설치하고, CCD 카메라, ablation chamber, 미세이동장

치 및 광학부품 등은 러브박스 내부에 설치하여 오염을 최소화한다. 방사

선차폐 laser ablation 시스템의 개략도를 그림 3-2에 도시하 고 구성부품의 

규격은 표 3-2에 나타내었다.

   (마) Ablation chamber 제작기준 

여러 가지 모양의 시료채취용 용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운반기체

인 아르곤의 흐름에 의해 좌우된다. 운반기체에 의한 시료의 운반효율이 1 

미만이기 때문에 시료가 용기나 운반용 관에 재침전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분석결과에 향을 끼치지는 않으나 레이저빔이 지나는 윈도우에 침전

된 경우 다음 레이저 펄스에 의해 다시 증기화하여 분석에 향을 줄 수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윈도우의 청소나 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는 것이 좋다. 레이저 빔이 투과하기 위한 window 재질은 투과율이 높아야 

하며, UV 레이저를 사용할 경우 fused silica window를 사용하여야 한다. 용

기는 운반기체의 압력하에서 실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방사성 물질 분석을 위해서는 상기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작

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다음의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원격조정장치

에 의해서 ablation chamber의 개폐가 손쉽게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운반기

체가 새지 않도록 뚜껑을 닫았을 때 chamber가 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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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Specifications for Laser Ablation system

Components Specification

 Q-switched Nd:YAG

 laser system 

- Pulse energy: 6 mJ at 266 nm

- Energy stability: <±2% at 1064 nm

- Repetition frequency: 1 to 20 Hz

- Beam divergence: 3 mrad

- Beam diameter: 5 mm

CCD Camera set

- Interline transfer CCD

- Image processing software

  : for Windows 95/98 and NT compatible

- 7x zoom lens 

  : working distance 92 ㎜, magnification 0.7x bis 4.9x

- XYZ rack & pinion movement

  : movement travel, x=30, y=35, z=32 ㎜

- Ball bearing boom stand: max. load capacity 22 lbs.

- 50 ㎜ dia thru hole

 Mirror set - 45 degree; 1064, 532, 355 & 266 nm

 Motorized variable

 beam expander 

- Variable expansion ratio from 1x to 8x with

  an entrance aperture of 3-6 ㎜

- wave front aberration better than lambda/8

- zooming in steps of 0.05x

- 1064 nm, 532 nm, 355 nm, 266 nm

 Focusing lens

- Synthetic fused silica 

- Fluorescence free

- 1064, 532, 355 & 266 nm

- Transmission: >97 %

 Power monitoring 

system

- wavelengths: from 190 nm to 20 μm

- Pulse energy measurement:  from 1 μJ to 95 J

- Beam statistics and position display

 Fiber optic illumination

 system
- Regularity of light intensity: >±1 %

 XYZ translation stage

 with motion controller

- Min. movement: 1 μm (full step) 0.5 μm(half step)

- Travel range: 50 ㎜

- Communication: USB interface or fast RS-232

- Motion axes: 1-4 per controller 

- Linear mo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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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원격조종장치에 의한 ablation chamber 내부로의 시료 장착 혹은 

탈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넷째, ICP-MS의 운반기체 유속을 고려하여 

chamber 내에서 운반기체인 아르곤의 유속은 2 L/min까지 가능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부분의 상용 ablation chamber의 시료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용기

의 초점거리를 맞추거나 불균일 시료의 분포분석을 위해 컴퓨터조작에 의해 

시료를 XYZ 축으로 수 ㎛까지 미세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조사시편 이송장치 

이송장치는 조사후시험시설 핵연료시편가공 핫셀에 도입된 장치와 동일 

규격이어야 한다. 상단은 시편용기, 하단은 높낮이 조절용 lifter로 구성하고 

lifter 하단은 바퀴를 달아 이동이 용이하게 한다. 상단 용기의 전체 길이는 

435 mm이고 러브박스와의 접속면에는 미끄럼구동 차폐문을 달고 시편 반

출 및 반입시의 차폐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사) 설치장소 결정 

방사선 관리구역인 조사후시험시설 내에 설치하되 유지보수 작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2) Laser ablation 시스템 구성 

   (가) 시스템 설치대 제작  

시스템의 개념설계 시 설정된 방사선 차폐용 러브박스 규격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시스템 설치대를 제작하 다. 설치대 상부 규격은 1 × 1 × 

1 m로 ablation chamber 등의 구성부품이 놓이게 되며, 하부 규격은 1(w) × 

1(d) × 0.85(h) m로 지지대의 역할을 하게 된다. Al 재질을 골격으로 사용하

으며, 벽체는 루사이트 판을 사용하고 바닥은 중량을 견딜 수 있도록 듀랄

루민 판을 사용하 다. 

시스템 설치대의 내부는 laser ablation chamber, 반사경, 렌즈 등의 레이

저 광학부품, image 시스템 및 미세 이동 장치의 일부가 위치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설치대 외부에 laser system, 미세 이동장치 및 image system 

controller를 배치하 다. 설치대의 벽면을 투명 루사이트 판으로 하여 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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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하 다. 제작한 설치대는 방사선관리구역 조사후시험

시설 내의 ICP-MS 실험실에 배치하 다. 

   (나) Laser 시스템 구성

레이저 시스템은 레이저 발생장치, power supply, power meter 및 광학

부품으로 구성하 으며, 설치를 위해 레이저 발생장치용 선반을 제작하

다. 선반은 Al 재질을 골격으로 하여 상부와 하부에 두 개의 선반을 달고 이

동의 편의를 위해 바퀴를 부착하 다. 상부선반은 고정용 나사를 사용하여 

선반의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상부선반 앞쪽에 레일을 달아 반

사경의 고정 및 이동이 가능하게 하 다. 하부선반은 power supply를 설치하

기 위한 것으로 프레임에 고정시켰다. 사용 및 유지․보수시의 편리성과 오

염의 방지를 위해 광학부품 외의 모든 장치는 설치대 바깥에 두었다(그림 

3-3). 레이저 발생장치는 Spectron사의 pulsed Nd:YAG laser(Mini-Q)를 도

입하여 사용하 으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파장 : 1064, 532, 355 및 266 nm 

     ․출력 : 3 mJ at 266 nm 

     ․펄스 길이 : 8∼10 ns 

     ․펄스 반복속도 : 1∼20 Hz  

     ․모드 : multi mode 에서 TEM00 모드로 변환 가능, Q switch 가능

도입한 레이저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TEM00 모드, 20 Hz

에서 파장 및 pin hole 크기에 따른 레이저 에너지를 power meter (Field 

Master-GS, Coherent)로 측정하 다(표 3-3).  TEM00 모드, 20 Hz에서 레이

저 출력 변화에 따른 각 파장에서의 펄스 에너지 값을 측정한 결과, 실험목

적에 맞는 laser 발생장치의 요구조건이 충족됨을 확인하 다(표 3-4).  

   (다) Image 시스템 구성

Image 시스템을 구성을 위한 각 부분별 제품들은 다음과 같다.

     ․CCD camera: CV-S3200(JAI사 제품)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 768(h) X 494(v)

     ․PAL(Phase Alternate Line, 752(h) X 582(v))



Laser 
Power supply 
and controller 

Laser head

Fig. 3-3. Laser system for laser ab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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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 acquisition card: PICOLO, MultiCam software(Eurecard)

     ․TV tube: 29-90-89(OPTEM사 제품), 배율이 2배인 물체의 image를 

90o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는 right angle

     ․Zoom lens(70 XL): 39-19-30(OPTEM사 제품)           

     ․Stepping motor control board, stepping motor junction box, control 

software (OPTEM international, THALES OPTEM INC) 

     ․대물렌즈: 1064, 532, 355, 266nm laser용 focusing lens, 초점거리; 60 

mm

     ․Illuminator : 30-16-70(OTEMP사 제품) 

Table 3-3. Pulse energy as a function of pin hole size and wavelength 

at the conditions of TEM00 mode and 20 Hz 

Pin hole size  

(Φ, mm) 

Energy (mJ)

1064 nm 532 nm 355 nm 266 nm

1.3 25 10 4.2 3.1

1.8 36 15 6.5 5.4

2.8 97 39 17 13 

Table 3-4. Pulse energy as a function of laser power at the conditions of 

TEM00 mode, 20 Hz, and Φ1.8 mm 

Laser power 

(%) 

Energy (mJ)

1064 nm 532 nm 355 nm 266 nm

100 36 15 6.5 5.4

90 30 13 5.5 4.4

80 25 10 4.2 3.1

70 19 7 3.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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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 camera에 TV tube를 연결한 다음 zoom lens를 연결하 으며, 작

업거리는 89 ㎜로 하 다. 이미지 시스템의 위치조절이 용이하도록 카메라 

및 TV tube를 잡아주기 위한 홀더를 제작하 으며, CCD 카메라로부터 

image를 컴퓨터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image acquisition card 및 

software를 컴퓨터에 설치하 다(그림 3-4). Image를 얻는 형식은 NTSC 방

식으로 설정하 다. Zoom lens를 컴퓨터로 조종하기 위하여 stepping motor 

control board와 컴퓨터의 RS232 port를 연결하고 stepping motor control board

와 stepping motor junction box를 연결하 다. Stepping motor junction box

에 zoom lens의 zoom lens home sensor와 zoom motor line을 연결하 다. 

Stepping motor control software를 컴퓨터에 설치하고 조종한 결과, 원격조

종이 가능하 으며 zoom lens의 배율은 7배까지 조절할 수 있었다. 초점거리

가 60 ㎜인 대물렌즈를 사용하여 레이저빔을 focusing할 수 있도록 하 으

며, 레이저의 파장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렌즈를 사용하 다. 이 대물렌

즈의 장착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adaptor를 제작하여 illuminator에 부착하

다. 본 image 시스템은 컴퓨터로 조작이 가능하며 768×494 color image를 

70배에서 500배 정도의 확대 image로 얻을 수 있었다.

   (라) Ablation chamber 제작 

개념설계 시의 제작 기준에 따라 ablation chamber를 설계하고 제작하

다(그림 3-5 및 3-6). 용기뚜껑, 시료가 올려지는 내부 cell, 외부 cell 및 미

세이동장치와 연결될 바닥판의 네부분으로 구성하 다. 용기의 뚜껑은 원격

조정기를 사용하여 여닫기 용이하게 윗쪽에 세 개의 손잡이를 달았으며 레

이저빔이 지나도록 뚜껑의 중앙부에 fused silica 윈도우를 달았다. 윈도우는 

교체하기 용이하게 O-ring 형태의 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내부 

cell은 운반기체가 넓은 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체 출입구를 

길게 만들었으며, 시료의 크기에 맞추어 가운데를 원통형으로 깊이 파고 원

격조절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꺼내기 편하게 양옆에 홈을 내었다. 외부 cell은 

내부 cell의 기체 유입구와 통하도록 구멍을 내어 connector를 달았으며 뚜껑

을 닫았을 때의 폐를 위해 홈을 파고 O-ring을 부착하 다. 사각형의 바닥

을 만들어 외부 cell에 부착하고 미세이동장치와 연결하기 위해 네 모퉁이에 



TV tube(x2)

CCD
camera

Zoom
lens

Camera
holder

Fig. 3-4. Parts for an imaging system(upper) and diagram for control part of  
zoom lens(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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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ation chamber
(3)
(1)

(2)
(4)

(1)

(3)
(4)

(2)

Fig. 3-5. Drawing of ablation chamber for radioactive specimen.
(1) inner cell, (2) outer cell, (3) lid, (4) bottom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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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Ablation chamber  for shielded laser ablation system.  
(upper) ; top and bottom view of inner cell
(center) ; ablation chamber without lid
(lower) ; top and front view of ablation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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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홈을 내었으며, 외부 cell의 나사홈 상부 2 ㎜ 정도를 나사홈보다 깊이 

파내어 뚜껑을 닫기 쉽게 하 다.  

   (마) 시편 미세이동장치 구성

미세이동장치는 LabMotion controller, LabMotion stepper drive module 

SDM-1, LabMotion series-640 linear Smartstage, LabMotion software로 

구성하 다. XYZ stage는 3개의 LabMotion series-640 linear Smartstage와 

2개의 L-bracket을 사용하여 조립하 으며, Z stage에 조립된 L-bracket위에 

ablation chamber를 부착하 다(그림 3-7). 각각의 LabMotion series-640 

linear Smartstage는 motion controller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며, RS232로 

컴퓨터와 연결되어 LabMotion 소프트웨어에 의해 원격으로 조종된다. 이동

장치의 최소 이동거리는 1 μm이고, 전체 이동거리는 3 방향(X, Y, Z)으로 

최대 50 ㎜의 직선이동이 가능하다.

   (바) 원격조종장치 설치

시료의 이동이나 러브박스 내부 부품들을 다루기 위해 두 개의 

manipulator (R.W. Wiesener 제품)를 전면에 부착하 다. Manipulator는 주

부(master part)와 종부(slave pat), 핸들과 tong, 관통튜브로 구성된다. 팔의 

회전각도는 좌우 ±46°, 전후 ±50°, 팔의 상부(어깨에서 팔꿈치에 해당)의 상

하 회전각도는 수평상태의 ±30°이며, tong이 잡을 수 있는 최대 무게는 대략 

2 Kg이다. 별도의 설치대를 만들어 벽체에 직경 120 ㎜의 구멍을 뚫고 

manipulator를 설치하고 두 manipulator 간격이 600 ㎜가 되도록 하 으며 

작업의 편의를 위해 바퀴를 달아 이동이 가능하게 하 다(그림 3-8).    

  (3) Laser ablation 시스템 구성부품 성능시험  

   (가) Laser 시스템 성능시험

    ① 펄스 에너지

레이저 광원으로 Nd:YAG (SLMQ, Spectron laser system)를 사용하

다. 이 레이저 시스템은 1064, 532, 355 및 266 nm로 파장을 변환하여 사용

할 수 있지만 본 성능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장인 266 nm를 사용



XYZ stage with ablation chamber

Translator

Motion controller

Fig. 3-7. XYZ micro translation system with ablation chamber.

X : ±46o

Y : ±50o

Z : ±30o

X

Y

Z

Fig. 3-8. Mini manipulator for laser ab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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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평가하 다. 시편을 ablation하면서 레이저 출력 변화에 따른 펄스 에너

지를 검출하기 위하여 레이저 앞쪽의 첫 번째 반사경을 통과하여 나오는 레

이저빔(전체 beam의 0.1%)을 반사경 뒷면에서 photo sensor (Inversion 

layers UV enhanced silicon photodiodes, UDT sensors, Inc.)로 검출하고 이 

photo sensor를 오실로스코프에 연결하여 그 세기를 측정하 다. 오실로스코

프의 x축을 시간으로 두고 전체를 1초로 setting하여 펄스 반복속도(Hz)와 

동일한 숫자의 신호를 얻을 수 있게 하 다.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10Hz 

조건에서 빔의 세기를 측정한 결과, 레이저 출력 증가에 따라 검출세기는 증

가하고 있으나 직선관계가 아니므로 4차식으로 curve fitting을 하여 관계식

을 얻었다. 또한, 레이저 펄스 당 세기는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그

림 3-9). 이 관계식을 이용하여 시편을 ablation하면서 레이저 펄스의 에너지

를 monitoring할 수 있다.

 

    ② 레이저 출력에 따른 crater 형태 및 크기

중수로 및 경수로 핵연료의 피복관 재질인 Zircaloy-4 시편을 레이저 출

력을 변화시키면서 ablation 한 후 시편 표면에 형성된 crater의 morphology 

변화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그 결과 crater 형태는 원형을 유지하며 

생성되며(그림 3-10), 레이저 출력 증가에 따라 ablation crater의 크기가 160

에서 280 ㎛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3-11). 또한 펄스 반복속도를 

1 Hz에서 20 Hz까지 변화시키면서 ablation시킨 결과 레이저 출력이 같은 

경우 펄스의 반복속도는 crater의 크기변화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

다. 본 레이저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된 crater의 크기나 원형으로 균일하

게 생성된 crater 형태로 보아 ablation 성능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

된다. 

   (나) Image 시스템 성능시험

Image 시스템에서 미세 역의 image 해상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50 ㎛ 

(XRD용 규격제품) 슬릿과 zircaloy-4의 ablation crater를 관찰하 다. Zoom 

lens의 배율을 100, 200, 300 및 500배로 변화시키며 50 ㎛ 슬릿의 간격을 관

찰한 결과, 렌즈 배율 200 배까지는 50 ㎛ 간격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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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Pulse energy detection system and the correlation between laser 
power and its energy response by oscill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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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Variation of craters at various laser power and repeti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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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Variation of crater diameter as a function of laser power. 
Repetition rate: 1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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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그 이상의 배율에서는 슬릿 간격이 선명하지 않았다. 50 ㎛ 슬릿 관찰

을 통해 이미지 확인을 위한 적정배율은 200 배 이하가 좋으며 그 이상에서

는 해상도가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그림 3-12). 해상도를 확인을 위한 두 

번째 실험으로 Zircaloy-4 시편을 ablation시킨 후 생성된 crater image를 

관찰하 다. 본 시스템에 설치된 image 시스템과 광학현미경에서 얻은 

image를 비교한 결과, 본 시스템의 image가 해상도가 광학현미경의 해상도

보다 좋지 못하나, 시편이 ablation되는 과정을 monitoring하고 생성된 crater

의 형태 및 크기를 관찰하는 본 실험의 목적에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그

림 3-13).  

  

   (다) 시편 미세이동장치 성능시험

사용후핵연료의 rim effect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200 ㎛ 정도의 좁은 

rim 역 내에서 수십 ㎛ 정도의 공간분해능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십 ㎛의 laser spot size가 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 ㎛의 시편 미세이

동이 가능해야 한다. 미세이동장치의 이동성능을 검토하기 위하여 zircaloy-4 

시편을 ablation을 하면서 위치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 첫 번째 ablation한 

위치로부터 250 ㎛씩 2회 수평 이동하면서 ablation하고, 수직으로 250 ㎛ 이

동하여 ablation한 후, 다시 2회 수평 이동하면서 ablation 하여 미세이동장치

의 성능을 시험하 다. Laser power 70%, 반복속도 10 Hz 조건에서 시험하

으며, 이 조건에서 생성된 crater의 크기는 200 ㎛이었다.  50 ㎛ 간격을 

유지하며 생성된 6개의 crater를 관찰 할 수 있었으며 본 시편 미세이동장치

를 이용하여 원하는 간격으로 정확히 이동하면서 ablation 할 수 있음을 확

인하 다(그림 3-14).   

   (라) Laser ablation system 광학정렬

방사성 물질 측정시 장비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laser system은 

설치대 밖에 두고 이 시스템에서 발생된 laser beam은 반사경을 통하여(90o 

반사) 설치대 내로 보낼 수 있도록 하 다. 첫 번째 반사경을 통하여 들어온 

beam은 zoom lens와 focusing lens 사이에 있는 또 하나의 반사경을 통하여

(90o 반사) focusing lens로 보내지며, 이곳에서 laser beam이 focusing되어 



a b

C d

Fig. 3-12.  Slit image by image system at various magnification.
Slit width: 50 µm, magnification: (a) x100, (b) x200, (c) x300, (d) x5000

200 µm200 µm

(a) Crater image  by optical  microscope(X200) (b) Crater Image by image system(X200)

Fig.  3-13.  Comparison of crater image by optical microscope and image 
system. Laser power:70 %, repetition rate:10 Hz, λ = 266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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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µm

200 µm

50 µm

Fig. 3-14.  Performance test of XYZ micro translator system.

Fig. 3-15.  Optics for laser ab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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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에 도달하도록 설치하 다. 두 반사경의 각도 및 기울기를 조절하여 laser

의 beam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 다. 초점렌즈는 렌즈의 초점거리를 감안

하여 시편상부 약 60 ㎜정도에 설치하고 초점렌즈의 홀더를 illuminator 안쪽

에 설치하여 illuminator가 초점렌즈와 동일한 위치에 배치되도록 하 으며, 그 

위로 mirror, zoom lens, TV tube 및 CCD camera를 배치하 다.(그림 

3-15). 

Zoom lens및 CCD camera의 image는 설치대 밖에 있는 computer를 통

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하 다. 초점렌즈 아래에 ablation chamber를 놓고, 

이 ablation chamber를 미세이동장치 위에 부착하 으며, 미세이동장치 

controller는 설치대 밖에 두었다. XYZ 미세이동장치를 통하여 시편 image 

및 laser 빔의 초점을 조절하여 시편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시

편 image의 초점과 laser의 초점을 일치하게 하 으며 zoom lens와 focusing 

lens의 광학정렬을 통하여 computer 화면의 image 중앙에 laser의 초점이 위

치하도록 하 다. 각 구성부품의 배치 및 광학정렬을 통하여 방사선관리구역

에 laser ablation/ ICP-MS system을 구성하 다.(그림 3-16)

 나. Laser ablation/ICP-MS 시스템의 SF 시료 적용성 시험‧평가 

  (1) UO2 소결체 제조

첨가물(Nd, Mo, Th, Cs)의 농도가 원하는 값이 되도록 이들 산화물

(Nd2O3, ThO2, MoO2, Cs)을 취하고 무게를 정확히 단 UO2 분말과 섞어 

agate mortar에서 30분간 잘 갈아 원하는 모의 핵연료 분말을 만들었다. 농

도가 낮은 분말의 경우 저울의 한계를 고려하여 UO2 분말로 10배 희석하는 

분말희석법을 사용하 다. 이 분말을 2 톤의 힘으로 15 초간 압축하여 압분

체를 만든 후 튜브형 전기로를 사용하여 1700 ℃로 12시간 동안 수소분위기

에서 소결하여 소결체를 만들었다. 

  (2) Laser ablation 시스템의 공간분해능 측정    

   (가) Zircaloy 시편 공간분해능

본 시스템의 기술적인 필요조건 중 하나는 좁은 범위의 rim 역에서 동

위원소의 분포측정이 가능하기 위해 적어도 수십 ㎛ 정도의 공간분해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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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공간분해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zircaloy-4 시편에 대해 266 nm Nd:YAG 

레이저의 출력을 변화시키면서 CCD camera의 image 초점이 맞을 때를 기

준으로 초점거리를 변화에 따른 crater 크기변화를 측정하 다. 레이저 출력

을 각각 53%, 55%, 60% 및 65%에 고정시키고 초점거리를 변화시키면서 시

료를 ablation 시킨 후 생성된 crater 크기를 측정한 결과, 출력이 53 ∼ 

55%, 초점거리가 CCD 화면상의 초점거리보다 약 3,500 ㎛ 만큼 짧은 조건

에서 crater size가 최소가 됨을 확인하 다(그림 3-17). 이 조건에서 50 ㎛ 

이하의 crater를 얻음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경방향 분포분석을 위한 기술적

인 요건인  50 ㎛ 이하의 공간분해능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그림 3-18(a)). 

   (나) UO2 시편 공간분해능  

Crater의 크기나 형태는 시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후

핵연료 시편의 공간분해능을 평가하기위하여 UO2 소결체를 사용하여 위와 

동일한 실험을 수행하 다. UO2 소결체에 대해서도 Zicaloy-4 시편과 같이 

초점거리를 변화시키면서 실험한 결과 초점거리가 CCD 화면상의 초점거리

보다 약 3,500 ㎛ 만큼 짧은 조건에서 crater size가 최소가 됨을 확인하 다. 

이때의 crater 크기는 45 ㎛ 정도로서 역시 사용후핵연료의 경방향 분포분석

을 위한 기술적인 요건인  50 ㎛ 이하의 공간분해능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그림 3-18(b)). 

  (3) Laser ablation/ICP-MS 시스템의 동위원소 분포 측정

본 연구에서 구성한 laser ablation 시스템과 현재 활용 중인 ICP-MS 시

스템을 결합하여 LA/ICP-MS 시스템을 구성한 후, 동위원소 비의 측정 정

도에 관한 종합적인 성능시험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미세 역에서

의 동위원소 분포 측정을 위한 적용성 여부를 평가하 다. 동위원소 분포측

정을 위한 laser ablation 조건과 ICP-MS의 측정조건을 표 3-5에 나타냈다.

   (가) 표준시편(SRM612)에 대한 동위원소분포

NIST SRM612은 glass 재질 중 미량성분이 함유된 고체 표준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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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zircaloy-4

50 µm
(b) UO2 

45 µm

1 mm

Fig. 3-18.  Spatial resolution  for Zicaloy-4(a) and UO2(b) with laser 
ablation system.  Condition :  λ= 266nm,  repetition rate: 10 Hz,  laser 
power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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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Isotope ratio of Ce, Nd, Eu and Gd in SRM612 specimen by 
laser ablation/IC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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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구성한 LA/ICP-MS의 성능검증에 적합하여 이를 선정하여 평

가하고자 하 다. LA/ICP-MS을 사용하여 200 ㎛ 간격으로 15지점에서 표준

시편에 함유되어있는 희토류 중 La-139, Ce-142, Nd-144, Eu-151 및 

Gd-158을 측정하 다.  La-139을 기준으로 대상원소들의 동위원소비를 측정

한 결과 측정정 도는 142Ce/139La: 5.2%, 144Nd/139La: 4.2%, 151Eu/139La: 3.7%, 

158Gd/139La: 3.1% 로 약 5% 이내의 값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동위원소비 분

포를 그림 3-19에 나타내었으며, 구성된 시스템으로 신뢰있는 동위원소비를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Table 3-5. Experimental conditions for determination of isotope ratio in 

SRM612 and UO2 by LA/ICP-MS

 Parameter Condition of System

Laser 

Ablation

Laser power max. 4 mJ at 266 nm

Mode Q-switch

Frequency 10 Hz

Sampling interval 200 μm

Sampling time 2000 msec/point

ICP-MS

rf power 1300 W

Cooling gas flow rate 13 L/min

Auxiliary gas flow rate 0.7 L/min

Sample gas flow rate 1.5 - 1.7 L/min

Sampling cone Nickel with a 1.1 mm orifice

Skimmer cone Nickel with a 0.8 mm orifice

Mass resolution 300 m/Δm 

Detection mode counting

Optimization 
Maximum ion intensity for 10 ㎍/L
of Ce-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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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UO2 시편에 대한 동위원소분포

UO2 시편에 함유되어 있는 Mo, Cs, Nd 및 Th의 동위원소 비를 측정하

기 위하여 대상원소 함량이 0.1%되도록 균질한 모의 UO2 소결체를 제조하

고, 크기가 9 × 3 × 1 m인 시편을 준비하 다. 먼저, 상기 UO2 시편을 사용

하여 최적의 공간분해능 조건에서 시료의 특정부위의 미세 역을 5회 반복 

측정해서 U2+(질량 119) 및 UO+(질량 254)를 기준으로 대상원소의 동위원소 

비를 측정한 결과, 측정 정 도는(RSD%) 96Mo/U2+: 8.7%, 98Mo/U2+: 9.1%, 

133Cs/U2+: 9.6%, 142Nd/U2+: 7.1%, 144Nd/U2+: 6.8%, 232Th/UO+: 7.9%로 모두 

10%이내의 값을 보여주었다.

확보된 공간분해능 및 측정 정 도를 토대로, 앞서와 동일한 UO2 시편을 

사용하여 시편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300 ㎛ 간격으로 10개 지점에서 

Mo, Cs, Nd 및 Th의 동위원소 분포를 측정하 으며, 동위원소 비 측정한계

는 모두 0.1 wt% 이내 다(그림 3-20). 

3. 조사핵연료 내 미세 구조변화 측정시스템개발

 가. Micro-XRD  구성 및 성능시험

  (1) X-ray 미세빔 제조장치 구성

   (가) 미세빔 집광기 제작

고연소핵연료는 핵연료 바깥부분에 rim이 형성되며 연소도에 따라 그 두

께는 수십 ㎛에서 수백 ㎛ 정도이다(그림 3-21). 따라서 이와 같은 미세 역

에서 격자구조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30 - 50 ㎛ 간격으로 측정이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는 연소로 인한 다공성 증가와 경도 감소 때문

에 grain들의 도가 균일하지 않아 X-선 회절피크 검출세기가 조사전 핵연

료의 것에 비해 10 - 50배 작아진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X-선 

빔을 집광하는 것이 필요하며, 핵연료 특성상 구조변화가 경방향으로만 관찰

되므로 폭은 10 - 20 ㎛로 좁으나 길이가 4 mm로 긴 선형 미세빔을 사용하

는 것이 적합하 다(그림 3-22).

X-선 미세빔을 집광하는 광학부품들로 전반사거울, 회절거울, 굴절렌즈

가 있는데, 회절거울과 굴절렌즈는 빔의 손실이 커서 상용 XRD의 선원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 전반사거울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X-선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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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dding

Rim : 1> r/ro> 0.8

Irradiated
UO2 fuel

Fig. 3-21. Irradiated fuel with high burnup structure(rim). 
(BU > 40 GWd/M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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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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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Concept of concentrated micro beam generation.

Conventional
XRD slit

16 mm

250 ∼ 5000 µm

X-ray
source

50 ∼ 1000 µm

- 282 -



- 283 -

울 면에 입사할 때, 입사각이 임계각(critical angle, θc)보다 크면 X-선은 거

울에 의해 반사되지 못하고 투과하거나 흡수된다. 그러므로 X-선을 임계각

보다 작은 각도로 입사시켜 전반사를 이용하여 빔을 집광할 수 있다. X-선

을 반사하기 위한 임계각(θc)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

θc = (2․δ)
1/2

δ = (N․e
2․λ2․Z․ρ)/(2․π․m․c2․A)

여기서, N는 아보가드로수, e는 전자전하, λ는 입사 X-선의 파장, Z는 

원자번호, ρ는 물질의 도, m은 전자량, c는 빛의 속도, A는 원자량을 나타

낸다. 식에 의하면, 전자 도 c = (Z․ρ/A)가 큰 무거운 금속에 대한 X-선

의 반사 임계각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금, 백금, 니켈 등의 금속이 이에 해

당되는데 이들 금속의 X-선 반사 임계각이 서로 유사하므로 니켈금속(임계

각: 0.42o)을 연마하여 반사거울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었다. 

미세빔 집광기(microbeam concentrator)는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거울

과 exit slit, 그리고 거울을 보호하기 위한 housing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기

존의 일반 XRD 시스템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하 다(그림 3-23).

미세빔 집광 개념은 그림 3-24에서 보는바와 같이 두 개의 거울 면 사이

에서 X-선이 전반사되어 집광되는 개념으로 Ni 거울은 X-선에 대한 반사 

임계각이 커서(θC=0.42
o
) X-선이 들어가는 집광기 입구의 거울 간격을 0.3 

mm 폭으로 넓히고, 출구의 거울 간격을 50 ㎛ 폭으로 좁혀 빔이 집광되도

록 할 수 있었다. 집광된 빔의 중심부 외에 위성빔을 제거하기 위해 exit slit

을 20 ㎛ 폭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빔의 크기가 4 mm × 20 ㎛가 

되게 하 다. 두 개의 거울이 유연하여 볼록하고 끝이 가늘어지는 형태를 만

들어 퍼짐이 적은 준평행빔(quasiparallel beam)을 제조할 수 있었다.

집광기 입구의 거울 간격은 나사를 사용하여 조절하고, 출구의 거울 간격

은 50 ㎛ 두께의 spacer(Pt plate)를 거울의 사이, 양 끝에 각각 넣고 고정하

여 만들었다. Exit slit의 간격 역시 20 ㎛ 두께의 spacer(Pt plate)를 slit의 

사이, 양 끝에 각각 넣고 고정하여 만들었다. 거울의 길이는 X-선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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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X-ray microbeam concen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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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Concentration of X-ray beam between two oblong
polished flexible Ni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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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holder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130 mm로 하 고, 폭은 8 mm, 두께는 

1 mm로 하여 거울을 유연하게 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3-25). 거울이 손

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광학정렬시 다루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mirror 

housing을 제작하 다. Mirror housing은 가볍고 단단한 강화 알루미늄(Al)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전체길이는 exit slit을 포함하여 135 mm이었다.

   (나) 미세빔 집광기 정렬장치 구성

미세빔 집광기의 정렬장치는 거울의 상하 조절을 위한 vertical 

positioner(최대이동거리: 6 mm, sensitivity: 0.5 μm, repeatability: 2.5 μm)와 

기울기 및 수평 조절을 위한 tilt table(tilt adjustment: ± 2.5o, sensitivity: 

1.25 μrad) 그리고 각 부품의 연결 장치들로 구성되었다. ‘ㄷ’형 연결 장치를 

제작하여 집광기를 miniature translator에 연결한 후 vertical positioner로 

사용하 고(그림 3-26), ‘ㄴ’형 연결 장치를 제작하여 vertical positioner를 

tilt table에 연결하여 assembly 형태로 구성하 다(그림 3-27).  미세빔 집광

기 정렬장치를 기존의 활용중인 XRD 시스템의 slit 고정 장치에 부착하 으

며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나사 고정식으로 제작하 다(그림 3-28). 미세빔 집

광기 정렬장치를 미세 조절하여 exit slit을 통해 나온 빔의 세기가 최대가 

되고 빔의 모양이 대칭이 되도록 하 다.

   (다) 미세빔의 크기 및 세기형태 측정

X-선 미세빔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빔 집광기의 exit slit 사이에 

micro-spacer( 30 ㎛, 50 ㎛ 두께, Pt-plate )를 넣어 exit slit width를 각각 

30 ㎛와 50 ㎛로 조절한 후, X-선 감광막(polaroid film)을 빔과 직각이 되도

록 하여 exit slit 가까이에 놓고 X-선을 조사하여 생성된 빔의 크기를 측정

하 다(그림 3-29). 30 ㎛ 두께의 spacer를 사용했을 때 측정된 beam의 폭은 

36 ㎛ 이었고, 50 ㎛ 두께의 spacer를 사용했을 때 측정된 beam의 폭은 50 

㎛ 이었으므로 micro-spacer를 사용하여 미세빔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효과

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10 ㎛와 20 ㎛ 두께의 spacer를 사용했을 때는 만

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이것은 X-선 감광막의 해상도가 미세한 빔

을 측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Ni mirror

8 mm

1 mm

130 mm
Thin foil spacer
thickness : 20 µmThin foil spacer

thickness : 50 µm

Fig. 3-25. Generation of micro beam(20 µm width) with thin 
foil spacer(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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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positioner

Microbeam concentrator

(a)

‘ㄷ‘ type
connector

(b)

Fig. 3-26. Microbeam concentrator and vertical positioner. (a) : front 
side, (b) : back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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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concentrator 

Tilt table

Miniature translator 
Front side

Right sideLeft side

Fig. 3-27. Microbeam concentrator alig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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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positioner

X-ray
tube

Microbeam concentratorTilt table

‘L‘ type connector

Fig. 3-28. Microbeam concentrator alignment system attached 
to the tube of a conventional 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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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µm 50 µm

30 µm slit width 50 µm slit width

Fig. 3-29. X-ray beam irradiated on polaroid film through micro-
concentrator with micro slit width (30, 50 µm). 
Tube power : 20 kV-5 mA, attenuator : Cu plate

- 291 -



- 292 -

미세빔의 세기 형태(intensity profile)를 측정하기 위해, 빔 집광기를 통

하여 생성된 미세빔(20 μm 폭)을 검출기로 각도에 따라 scanning(2θ = -1 

∼ +1 )하 다(그림 3-30). 이때 검출기의 receiving slit width는 0.1 mm이

었고 과도한 X-선 빔이 검출기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출기 앞

에 attenuator로 Cu plate를 붙 다. 다른 조건은 일반 XRD 시스템의 측정

조건과 동일하 다. 그림에 나타나있는 것처럼 집광기를 통하여 얻은 미세빔

은 주변에 위성피크(satellite peaks)를 갖지 않으며 대칭성이 좋고 바탕선의 

증가가 없는 명확하고 간결한 피크모양을 나타냈다.  

  (2) 시편 미세이동장치 구성

   (가) 시편 홀더 제작

시편을 장착하기 위한 홀더는 크기가 40 × 46 × 53 mm로 지름 12 - 32 

mm와 높이 1 - 30 mm인 시편을 장착할 수 있고, 밑면은 horizontal 

translator에 고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게 제작되었다(그림 3-31a). 시편 

홀더의 한쪽 면이 뚫려 있어 시편의 장착 및 탈착이 용이하며, 바닥에 스프

링이 부착되어 있어 시편 홀더의 윗부분에 시편을 착시키는 방식으로 제

작하 다. 그러므로 초기에 시편의 수평을 맞추면 이후에는 반복과정 없이 

새로운 시편을 수평하게 고정할 수 있다. 가볍고 강도가 큰 Al 재료를 사용

하여 제작하 으며 horizontal translator에 고정할 수 있도록 밑면을 나사 고

정식으로 하 다.

   (나) 시편 미세이동장치 구성

시편의 경방향 미세이동장치는 horizontal translator(최대이동거리: 12.7 

mm, sensitivity : 0.8 μm, repeatability: 2.5 μm ) 위에 시편홀더를 장착하고 

XRD 시스템의 goniometer에 장착하기 위한 원판에 부착하여 assembly 형

태로 구성하 다(그림 3-31b). 이 장치는 기존 활용중인 XRD 시스템의 

goniometer에 탈부착이 용이하며, 시편을 x축으로 미세이동하면서 회절각 측

정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다) 시편 미세이동 재현성 검토



(a)

Microbeam size : 4,000 X 20 µm
Tube power : 40 kV, 40 mA
Step scanning : 1 sec / 0.02o

Detector slit : 0.1 mm
Attenuator : Cu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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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0. Beam direct detection system(a) and intensity profile of the
micro beam observed by angular detector scanning(b).

- 293 -



(a)

Fig. 3-31. Sample micro translation system(b) with sample holder(a).

Plate for goniometer

Horizontal  translator 

Sample holde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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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감광막(polaroid film)을 이용하여 미세이동에 따른 빔을 측정함으로써 

경방향 미세이동의 재현성을 검토하 다. X-선 감광막을 시편홀더에 붙이고 

X-선 빔과 수직이 되도록 goniometer를 조절하 다. 미세이동장치를 이용하여 

X-선 감광막을 각각 200 - 1,000 ㎛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빔을 0.5 초 동안 

조사하 다. X-선 감광막이 강한 X-선에 노출되어 퍼지는 빔까지 감광하기 

때문에 실제 빔의 폭보다 더 넓게 보이기는 하지만 빔이 조사된 간격이 규

칙적으로 나타나 시편 미세이동의 재현성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

림 3-32).

 

  (3) Micro-XRD 광학정렬

   (가) 미세빔 집광기/시편홀더/검출기의 광학정렬

미세빔 정렬장치와 시편 미세이동장치를 활용 중인 일반 XRD 시스템의 

slit, 시편홀더와 교체하여 micro-XRD 시스템을 구성하 다(그림 3-33). 

Micro-XRD 시스템 구성 후 X-ray 회절측정을 위한 goniometer가 정상 작

동됨을 확인하 고 광학정렬을 수행하 다. Micro-XRD의 광학정렬은 Ni 거

울 정렬, 시편홀더 정렬, 검출기 정렬 순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Ni 거울의 정렬을 위하여 미세빔 집광기와 검출기를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빔을 검출기로 2θ = -1o ∼ +1o 범위에서 scanning하여 검출기의 점

에서 미세빔의 세기가 최대이고 빔의 모양이 대칭이 되도록 vertical positioner 

와 tilt table을 사용하여 거울의 높이, 기울기 및 수평을 조절하 다. 

시편홀더의 정렬을 위하여 이미 정렬되어 있는 미세빔 집광기와 기존의 검

출기 사이에 시편홀더를 장착하고 미세빔 집광기, 시편홀더, 검출기를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측정한 미세빔의 세기가 초기 값(시편홀더 없이 측정한 값)의 

1/2 되는 지점까지 시편홀더의 높이를 미세 조정하 다. XRD 시스템 광학정

렬용 slit을 시편홀더에 장착하고 slit을 통해 나오는 빔을 goniometer로 θ = 

-1o ∼ +1o 범위에서 조절하여 검출기(2θ=0에 고정되어 있음)로 측정하여 검

출된 피크의 최대 지점을 제로(θ=0)로 맞추어 시편홀더를 정렬하 다.

마지막으로 검출기의 정렬을 위하여 미세빔 집광기, 시편홀더 및 검출기를 일

직선이 되도록 한 후, 시편홀더의 goniometer는 고정하고 위에서 사용한 slit을 

통해 나오는 빔을 검출기로 2θ = -1o ∼ +1o 범위에서 scanning하여 검출된 



200 µm 400 µmintervals :

intervals : 500 µm 1000 µm

Fig. 3-32.  X-ray microbeam irradiated on polaroid film  at various micro 
translation intervals. Beam size : 4,000 x 2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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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Radiation
tubetube

Micro beam
concentrator

Sample
Positionor

ScintillationScintillation
countercounter

(a) Micro XRD

Beam size

Micro-XRD

4 x 0.02 mm

16 x 1 mm

Conv. XRD

(b) XRD

Fig. 3-33. Micro X-ray diffractometer apparatus with microbeam concentrator 
alignment system and sample micro translator system(a). Conventional X-ray 
diffractomet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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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의 최대 지점을 제로(2θ=0)로 맞추어 검출기를 광학 정렬하 다.

   (나) UO2 시편 측정에 의한 광학정렬 검토

UO2 시편에 대한 X-선 회절 주피크(2θ = 28.28
o)를 측정하여 micro 

XRD의 광학정렬을 검토하 다.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UO2 소결체로 표면을 

연마한 후 플라스틱(지름; 51 mm, 높이; 14 mm)의 홈 안에 넣고 높이를 맞

추어 시편을 준비하 다. 미세빔(4,000 × 20 ㎛)을 사용하여 UO2 소결체를 

측정하기 위한 최적조건(tube power; 40 kV - 40 mA, measuring time/ 

step; 40 sec./0.01o(2θ), detector slit width; 0.6 mm, CuKβ filter; Ni foil)에

서 X-선 회절 주 피크를 측정한 결과가 그림 3-34에 나타나있다. UO2 시편

의 주 피크(2θ = 28.28o)에 대한 회절측정 결과, 회절피크 값(2θ)이 28.32o 로 

오차범위에서
 일치하 고, Kα1과 Kα2가 분리되어 회절피크분해능이 좋았으며, 

회절피크의 최대세기는 4,500 counts(검출한계 ; 약 60 counts) 다. 즉, 

micro-XRD 시스템에 의해 측정된 피크의 검출각, 분해능 및 세기를 검토한 

결과 광학정렬이 잘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Micro-XRD 시스템의 SF 시료 적용성 시험‧평가

구성한 Micro-XRD 시스템의 공간분해능과 재현성 그리고 시편(UO2, 산

화 zircaloy) 미세부위 구조변화 측정에 관한 종합적인 성능시험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rim 역에서 경방향 구조변화 측정에 Micro-XRD 시

스템의 적용성 여부를 평가하 다.

  (1) 공간 분해능 측정

공간 분해능은 시료 표면에 실제로 조사되는 빔의 크기를 의미하며, 시편

에 조사되는 빔의 입사각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여러 입사각

(θ)에서 단결정 시편의 X-선 회절피크를 측정하여 공간 분해능을 결정하

다.

미세빔 집광기의 exit slit을 조절하여 X-선 미세빔의 크기를 4,000 × 20 

㎛로 만든 후, 일반적인 X-선 회절 분석조건에서 공간분해능이 측정되었다. 

기준시료로서 Al2O3 및 MgAl2O4 단결정 시편(5 mm × 5 mm × 1 m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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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Diffraction peak of UO2 pellet  obtained with the micro-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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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으며, micro-XRD의 미세이동장치에 쉽게 장착하기 위하여 시편을 

epoxy resin으로 몰딩한 후 표면을 연마하여 사용하 다. 

그림 3-35(a)에서 보는바와 같이 goniometer를 조절하여 미세빔과 단결

정 시편 사이의 각도(θ)를 40.75o에 고정하고 Al2O3 단결정시편을 미세이동하

면서 X-선을 조사시키면 단결정에 의해 회절된 피크 세기가 0에서부터 점차

로 증가하다가 최대에 도달한다. 그림 3-35(b)는 미세빔과 시료의 각도를 θ 

= 40.75o에 맞추고 단결정 시편을 X-선 미세빔 방향으로 5 ㎛ 씩 움직이면

서 회절피크를 측정한 결과이다. X-선 회절피크의 검출세기가 바탕선에서 

조금씩 증가하다가 X-선 비세빔 전체가 단결정 시편에 조사되는 지점에서 

최대값에 도달하 다. 그림 3-35(c)는 그림 3-35(b)의 결과를 1차 미분하여 

얻은 결과로, 피크의 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인 47 ㎛가 θ = 

40.75
o에서 미세빔의 공간분해능이었다. 같은 방법으로 θ = 9.5o, 18.89o 및 

35.75o 각도에서 공간분해능을 측정하 으며, 입사각(θ)에 따른 미세빔의 공

간분해능을 그림 3-3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10o 부근에서

는 공간분해능이 400 ㎛ 로 크게 나타나다가 20o 에서 급격히 줄어들어 47 - 

50 ㎛ 크기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UO2 시편의 경우 회절각 측정이 대부분 

20o 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50 ㎛ 이하의 공간분해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회절패턴의 재현성측정

실험에 사용된 기준시료는 조사전 UO2 핵연료로서, epoxy resin을 사용

하여 몰딩한 후 표면을 연마하여 사용하 다. 그림 3-37에서 보는바와 같이 

UO2 핵연료는 8 x 3 mm 크기의 직각사각형으로 조사핵연료의 경방향 측정

시 만들어질 시편의 크기와 유사하 다. 미세빔(4,000 × 20 ㎛)을 사용하여 

경방향 미세 역의 회절패턴을 측정하기 위한 최적 조건(tube power; 40 kV 

- 40 mA, measuring time/step; 40 sec./0.02o(2θ), detector slit width; 0.6 

mm, CuKβ filter; Ni foil)에서 UO2의 회절패턴을 측정한 결과가 그림 3-38

에 나타나있다. 회절각 측정범위는 2θ= 20o 에서 80o 이었으며 회절피크들의 

세기는 250 - 3600 counts 범위이었다. 이 측정조건에서의 검출한계가 약 10 

counts 이므로 피크세기가 약 1/10로 감소하는 조사핵연료의 경우에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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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Spatial resolution determination of X-ray micro beam.
(a) : Al2O3 single crystal sample 
(b) : Diffracted intensity at incident angle θ = 40.75o as beam  spot location on 
the sample
(c) : Beam spot thickness at incident angle θ = 40.75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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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Powder' program을 사용하여 측정된 UO2의 

회절패턴 값으로부터 격자상수(lattice parameter)를 구하 다.

Micro-XRD 시스템의 측정재현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편의 같은 부위를 

3회 반복 측정하여 UO2의 피크 정 도 및 격자상수 정 도를 구하 다. 피

크 정 도는 ± 0.01o 이고, 격자상수 정 도는 ± 0.0001 Å 로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므로 시료의 회절패턴 측정에 대한 micro-XRD의 재현성이 매우 좋음

을 알 수 있었다(그림 3-39). 

  (3) 시편 미세부위 구조변화 측정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rim 역에서 경방향 구조변화 측정에 micro-XRD 

시스템의 적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확보된 공간분해능 및 기기 재현성

을 토대로 UO2 핵연료 시편과 산화 zircaloy-4 시편의 미세부위 구조변화 측

정에 관한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가) UO2 소결체의 구조변화

UO2 핵연료의 미세부위 구조변화 측정을 위한 시편 제조와 micro-XRD 

측정조건은 앞의 ‘(2) 회절패턴 재현성 측정’에서와 동일하 다. 균일한 결정

구조를 갖는 UO2 시편을 500 ㎛ 간격으로 7개의 부위에 대하여 

micro-XRD(beam width: 20 ㎛)를 사용하여 회절패턴을 측정한 결과, UO2의 

격자상수(a)는 모두 5.4681 ± 0.0009 Å 범위의 같은 값을 보여주었다(그림 

3-40). 문헌상의 UO2 격자상수(a)의 값이 5.467 - 5.47 범위이므로  문헌값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나) 산화 zircaloy 시편의 구조변화

모의핵연료/피복관 내 산소확산에 의한 미세부위의 구조 변화를 측정하

기 위하여 기계적 강도, 부식저항성,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좋아 중수로 및 

경수로에 주로 사용되는 피복관인 zircaloy-4를 대상시편으로 실험하 다. 피

복관의 바깥으로부터 내부로 산소가 확산되어 zirconium이 산화되도록 하기

위해 zircaloy-4 조각(크기 : 5 mm × 5 mm × 1.6 mm)을 고온 tube형 

furnace 안에 넣고 1200℃에서 약 10분간 열처리하여 시편을 준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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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Lattice parameters in a same position for UO2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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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부분에 지르코늄 산화물이 일부 생성된 zircaloy-4 시편을 절단하여 

epoxy resin으로 몰딩하고 연마한 후 피복관의 중심에서 시작하여 바깥쪽으

로 50 ㎛씩 경방향 이동하면서 X-선 회절패턴을 측정하 다(그림 3-41). 이

때 X-선 발생장치의 power는 40 kV - 40 mA 이었고, measuring time/step

은 40sec./0.02o(2θ)이었으며, CuKβ 선을 제거하기 위하여 Ni filter를 사용하

고, 검출기의 slit width는 0.6 mm이었으며, 회절 측정각도 범위는 27o < 

2θ > 40o 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약 1 mm 범위에 대하여 중심에서 바깥

쪽으로 50 ㎛ 간격으로 20개 부위를 측정한 결과, 피복관 중심부에서는 대부

분 Zr으로 존재하나, 바깥쪽으로 갈수록 ZrO2-x, ZrO2 순서로 존재하는 결과

를 나타냈다. ZrO2는 검은 색을 띄므로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하 으나 

ZrO2-x는 Zr과 유사하게 은색을 나타내어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었다. 그러

나 micro XRD를 사용하여 ZrO2-x이 일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생성

두께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고연소도 핵연료 거동분석을 위한 화학시험 개발 방향

 가. 고연소 핵연료 안정성 평가를 위한 필수 검증항목 

현재 발전소에 상용되고 있는 핵연료를 보다 높은 발전효율을 얻기 위해 

고연소도까지 운전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고연소도에 대한 핵연료의 거동 

및 안전성 분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고연소 핵

연료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물리․화학적 검증 자료가 확보

되어야 한다. 

고연소도를 갖는 핵연료의 현상들의 특성분석 및 핵심적인 문제항목을 

크게 소결체, 소결체/피복관 경계 및 피복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항목을 다

시 세분하여 총 18항목의 필수 검증항목을 도출하 다. 이들을 원자로 운전 

시 정상상태와 과도상태로 나누어 각 항목들의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이들 항목들에 대하여 분류하여 표3-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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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Important issues for characterization of high burnup fuels 

in the steady and transient states 

Pellet Pellet/cladding gap Cladding

High Burnup 

Fuel

(Steady state)

(가) FGR

(나) Conductivity  

Degradation 

(나) Swelling

(라) Rim

(가) PCI

(나) Gap Conductance 

Change

(다) Chemical Bonding

(가) Strain,Stress during 

Burnup

(나) Corrosion

(다) Irradiation Growth

(라) Irradiation/       

Temperature Creep

(마) Hydride formation

Transient

(RIA/LOCA)

(마) Critical Enthalpy

(바) Oxidation/ Dispersion 

in Steam/Water 

(Defective fuel, 

RIA)

(사) Source Term      

Analysis(LOCA)

(라) Gap Behavior 

during Transient 

(바) High Temperature      

Oxidation 

(사) Cladding Failure during 

transient

  (1) 소결체

   <정상상태>

   (가) 핵분열 기체 방출

소결체에서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형태의 핵분열 생성물이 발생하

며, 이 핵분열 생성물은 우라니아 격자내에 금속, 산화물 또는 고용체로 존

재하게 된다. 특히 불활성 기체 또는 휘발성 기체 핵종들은 온도 및 농도구

배에 의해 소결체 내부에서 확산되어 소결체 밖으로 방출한다. 이러한 현상

을 핵분열 기체 방출 현상이라고 하며 이 현상에 의해 소결체의 중심온도 

및 핵연료봉의 내압이 상승하게 된다. 

   (나) 소결체 열전도도

소결체 형태인 핵연료는 내부온도에서부터 표면까지 온도구배가 매우 급

격하다. 고연소도 핵연료에서는 핵분열 생성물의 누적과 함께 소결체내의 기

공도, 석출물과 산화물, 방사효과등에 의해 초기 핵연료의 열전도도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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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게 된다.

   (다) 팽윤 (Swelling)

핵분열로 인해 생성된 핵분열 생성물은 소결체내에서 여러 화학적 형태

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소결체가 연소됨에 따라 부피가 늘어난다. 이것을 팽

윤이라 하며 경수로에서는 고체상으로 존재하는 핵분열 생성물이 팽윤을 일

으키는 주요원인이 된다.

   (라) Rim

고연소도로 갈수록 소결체의 표면은 국부적인 연소가 중심보다 크기 때

문에 핵분열 기체량이 편중화되어 기포의 집형태가 발생한다. 기포 크기는 

보통 1∼10㎛ 정도이고 약 15∼2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결정립의 크기는 

매우 작은 미세 구조를 이루고 있다. 국부 연소도가 약 45∼80 MWd/kg-U

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은 열적으로 열전도도를 저하시키지만 

기계적으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우선 소결체의 팽창으로 피복관과의 접촉을 

심하시켜 피복관의 손상을 초래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결정립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인성(toughness)이 증가하여 피복관과의 기계적인 성능을 향

상시킨다는 예상도 하고 있다.

  <과도상태>

과도상태의 현상에는 LOCA(냉각수 손실 사고) 및 RIA(제어봉 이탈사고)

로 볼 수 있다. RIA에 해당하는 사고에서는 핵연료의 엔탈피가 중요시 되고 

있으며 LOCA 사고시에는 핵연료의 유출사고가 있다. 

   (마) 소결체 엔탈피

RIA 사고시 소결체의 엔탈피는 일반적으로 250 cal/g 이하가 되도록 설

계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고연소도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엔탈피에서도 피

복관의 파손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결체의 Rim 역에서 

형성된 국부과도 출력에 의해 순간적으로 방출된 핵분열 기체 및 팽창 응력

이 피복관을 손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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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냉각수/수증기에 의한 산화 및 분산

RIA 또는 LOCA 사고시 핵연료의 온도 상승은 피복관의 결함을 초래하

고 이에 따라 냉각수, 수증기의 유입 또는 핵연료의 냉각 계통으로의 분산이 

이루어진다. 이때 핵연료봉내의 소결체는 순간적인 산화에 의해 핵분열 기체 

방출을 더욱 가중시키고 소결체의 온도는 더욱 극대화되어 용융 또는 소결

체의 일부가 냉각 계통으로 유출되어 대형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사) 방사선원 분석

LOCA 사고시 핵연료의 용융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

고 누출된 방사성물질은 격납용기내로 방출된다. 따라서 핵종의 분석 및 방

사능의 평가와 노심에서의 사고 진행과정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2) 소결체-피복관 틈새

  <정상상태>

소결체와 피복관사이의 틈새는 그 간격과 초기 충진기체와 압력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현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틈새에서는 방출된 핵분열 기체가 

모여 초기 충진기체보다 열전달 효과를 저하시켜 소결체의 온도를 올릴 수 

있다. 또한 소결체와 피복관의 접촉(PCI)으로 인한 부식 및 변형이 극대화되

어 피복관 파열 및 중대사고를 야기시킨다.

   (가) 소결체 - 피복관 상호작용 (PCI)

소결체 - 피복관 상호작용 (pellet-cladding interaction)은 출력변화시 핵연

료봉의 주된 파손 원인중의 하나로서 피복관의 벽을 관통하여 균열이 발생하

는 현상이다. 균열 발생은 응력부식균열 SCC(Stress Corrosion Cracking)이

며 핵분열에 의해서 생성된 약 25종 요오드(I)와 요오드화합물 (CsI)이 응력

부식균열을 일으키는 주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PCI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는 출력변화 및 출력증가속도, 연소도, 피복관 온도 및 조사출력이다. 

   (나) 열전달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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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충진 기체는 대부분 열전달계수가 큰 헬륨 기체를 사용하고 있다. 

연소도가 올라감에 따라 핵분열 기체와 섞여서 열전달 계수가 낮아지고 이

로인해 소결체의 온도를 상승시키게 된다. 고연소도가 되면 소결체와 피복관

사이에서는 화학적 접촉이 이루어진다.

   (다) 화학적 결합

고연소도로 갈수록 소결체와 피복관은 서로 접촉을 하면서 화학적 결합

을 이루게 되며 피복관에 응력을 가중시키게 된다. 소결체의 팽윤에 따라 피

복관의 결함이나 파열을 초래하게 된다.

  <과도상태>

   (라) 과도 상태에서의 틈새거동

핵연료의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면, 급속한 열팽창에 의해 틈새 접촉이 발

생하고 이에 따라 피복관의 응력이 증가하면 피복관의 손상에 이를 수 있다. 

연소도에 따라 틈새의 상태가 다르므로 사고 해석시 틈새의 거동현상을 규

명할 필요가 있다.

 (3) 피복관

  <정상상태>

   (가) 연소도에 따른 응력 및 변형

연소도가 높아짐에 따라 핵분열 기체 방출이 증가하므로 핵연료봉의 내

압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피복관의 열적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유

효 구 변형률 기준은 조사량, 수소흡수량과 부식에 따라 달라지며 이 향들

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 부식

피복관의 부식은 온도와 냉각수의 특성에 의해 향을 받는다. 기존 피복

관은 고연소도 핵연료에서 요구되는 내식성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지르코늄 합금이 개발되고 있다. 냉각수에서 지르코늄합금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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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기구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다) 조사 성장

조사성장에서는 체적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길이의 변화만 발생한다. 지르

코늄은 결정집합조직의 이방성 때문에 조사성장이 일어난다. 조사성장은 C축

이 피복관의 반경 방향으로 향한 결정입자의 수가 많을수록 크고 조사량이 

클수록 크다. 

 

   (라) 조사 크리프

중성자 조사에 의해 크리프에 의한 길이 변화율이 증가되는 현상으로, 온

도와 중성자속 그리고 하중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최종적으로 하중에 의해 

피복관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

   (마) 수소취화

수소화합물은 판상으로 석출되고 또한 취성이 매우 크므로 200℃이하에

서 피복관의 연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수소가 고용상태로 있을 때(200℃이

상)는 기계적 성질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상으로 석출되는 수소화합물

은 높은 방향성을 가지며 판상의 수소화합물이 인장축과 수직의 방향일 때 

연성은 심하게 감소하고 평행할 때는 아주 적게 감소한다. 

   <과도상태>

   (바) 피복관 고온산화

고연소도 핵연료는 이미 두꺼운 산화막이 운전 중에 존재하므로 고온에

서 피복관 산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온도, 수증기 압력, 냉각수 성분에 

따라 산화 속도가 변화한다.

   (사) 과도상태에서 피복관 손상

핵연료가 고온 및 고압으로 변화를 겪게 되면, 피복관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사고시 소결체 형태변화와 핵분열 기체의 급격한 방출에 따라 피복

관은 인장응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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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연소도 핵연료 안정성평가를 위한 화학시험평가항목 도출

핵연료 전문가 자문위원회(원자력연구소 14명, 학계 3명, 산업계 2명)의 

토의 및 자문을 통하여 검증항목 중 필수 화학시험 항목을 25개 항목으로 

선정한 후, 화학분석 전문가들과 연구협의를 거쳐 25개 필수 화학시험 항목

을 기 확립된 시험항목(6개 항목)과 미 확립된 시험항목(19개 항목)으로 분

류하고, 미 확립된 시험항목 중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9개 항목(핵분열

생성물 측정관련: 4, 미세 역 구조변화측정 관련: 5 )을 결정하 다.

우선순위가 높은 9개 시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기술은 동위원소 분포 평가 기술, 미세 역 구조변화 평가 기술 및 잔류 

핵분열기체 측정기술들이다. 

 5. 연구 결론 

본 연구에서 구성한 LA/ICP-MS 측정시스템은 고체상 시편을 용해하지 

않고 laser를 사용하여 지름 50 ㎛정도 크기의 미세부위에서 시료 입자를 직

접 채취하여 ICP-MS에 유입시켜 동위원소 비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미세

역에서의 경방향 동위원소 분포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micro-XRD 시스템은 미세빔(4,000 x 20 ㎛)을 고체 

표면에 조사시켜 50 ㎛ 정도의 미세 역에서 결정구조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미세 역에서의 경방향 구조변화 분포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조사핵연료 화학 시험․평가 항목 도출 과정을 통하여 최종 선정된 9개 

시험항목을 토대로 동위원소 분포 평가기술, 미세 역 결정구조 변화 평가

기술 및 잔류 핵분열기체 측정기술이 향후 중요한 연구분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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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건식공정 시료 내 성분원소 정량기술 개발

연구계획 수립 당시 본 연구에서는 건식공정 개발에 필요한 물질수지 평

가를 위하여 LiCl 용융염 내 주요 성분원소(137Cs과 99Tc를 포함한 공존 핵

분열생성물, 237Np, 239Pu, 241Am 및 244Cm),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 내 휘발

성 핵종(14C 및 3H) 및 Minor Actinide Element(237Np, 241Am 및 244Cm)의 정

량기술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평균연소도 및 O/M 비 측정기술을 

개발하고자 하 다. 특히, 연소도가 다른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이 혼합된 

주원료 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 채취법을 선정하고 

균질도를 판정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을 확립하여 화학분석과 평균 연소도 

측정에 적합한 시료를 채취하는데 적용하고자 하 다. 정량기술 개발을 목표

로 하는 본 연구의 대상 공정시료들은 고방사성 물질이므로 통제된 시설에

서만 다룰 수 있고, 분석자의 방사선 피폭과 방사성 폐액의 발생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분석법의 분광학적 특성에 따라 시료의 매질로부터 미량의 성분

원소들을 개별 또는 군으로 분리해야 하므로 정량기술 개발에는 방사선작업

이 가능한 시설과 함께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얻은 용융염 내 237Np의 정량 정 도(상대표준편차)는 

3.2 % 이고, Cs 및 공존 핵분열생성물(Ba, Sr, La, Ce, Pr, Nd, Sm, Eu, Gd, 

Y, Mo, Zr, Ru, Rh, Pd)의 정량 정 도는 0.65 %∼3.87 % 이었다. 또한, 

99Tc의 정량 정 도는 1.2 %∼2.3 % 이고, 241Am 및 244Cm의 정 도는 각 

각 2.2 % 및 1.8 %로서 연구계획 당시 설정한 연구목표(측정 정 도 < 5 

%)를 원만히 달성하 으며, 연구대상 원소로 선정한 주요 성분원소의 정량

절차서를 완성하 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을 대상으로 한 주요 성

분원소 정량기술을 확립하면서 얻은 237Np의 정량 정 도는 1.9 % 이고, 

241Am 및 244Cm의 정량 정 도는 1.0 % ∼ 3.3 % 및 2.6 % ∼ 6.8 % 이었

다. 99Tc은 음이온교환수지법과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정량한 결과 

정 도는 각 각 0.6 % 및 0.4 %로서 연구계획 당시 설정한 연구목표(측정 

정 도 < 10 %)를 원만히 달성하 다. 한편, 사용후핵연료 내 휘발성 14C 

및 3H의 정량 정 도는 각 각 0.4 % 및 1.4 % 이하로서 측정정 도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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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의 목표를 달성하 다. 그러나, Origen2 전산코드로 계산한 결과의 각 

각 22.6 % 및 34.5 %로 매우 작은 정량 값을 얻었는데, 이는 JAERI 및 여

러 연구기관에서 보고되었듯이 조사시험을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펠렛을 피

복관으로부터 꺼내거나 자르는 과정에서 14C이 휘발하 거나 상당량의 3H이 

피복관으로 이동하여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통계적 기법에 의한 임의 시료채취법으로 연소도가 각 각 다른 여

러 개의 혼합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 저장 용기로부터 대표시료를 채취하고 

화학특성을 측정하여 얻은 결과로부터 균질도를 판정할 수 있는 기술을 확

립함으로써 성분원소의 정량 및 평균연소도 측정 등과 같은 일련의 정량기

술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지표원소인 Nd를 

분리하여 질량분석법으로 측정한 연소도 결과는 기존의 음이온교환수지법에 

의한 방법과 -0.8∼+0.37 % 범위에서 일치하 으므로 연구개발 목표인 정확

도 ±4 %를 달성하 을 뿐만 아니라 측정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사용후

핵연료 산화물의 O/M 비는 성분원소들을 습식에 의한 화학분석으로 정량한 

결과를 이론적인 O/M 비와 비교한 결과, UO2의 경우에는 0.05∼0.15 % 그

리고 U3O8의 경우에는 0.04∼-0.65 % 범위에서 잘 일치하 으므로 차폐시설

에 설치된 고가의 열중량무게분석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정량적인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연구계획 수립시 

설정한 연구개발 목표를 원만하게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건식공정 화학특성 측정기술 개발

금속리튬을 이용한 산화우라늄 환원공정에 사용되는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용해도를 온도변화와 산화리튬의 농도변화에 따라서 계획대로 측정하 다.  

우라늄 산화물과 금속리튬의 용해도는 산화리튬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선형

적으로 증가하 으나, 생성물인 우라늄금속의 용해도는 산화리튬의 농도와 

무관하여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값으로 얻어졌다.

고방열 핵종들인 Cs, Sr 및 Ba의 용해도 결과는 이들 원소들이 환원된 

우라늄금속 등의 침전물에 함유되지 않고 LiCl 용융염에 전량 남아있는 것

을 확인시킴으로써, 차세대관리공정에서 제안한 것처럼 금속전환체의 발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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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방사능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입증하 다.

기존의 공정반응도 측정은 반응 중에 시료채취, 무게 평량, 용해, 수소부

피 측정 및 산 표준용액에 의한 적정 등의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하 으나, 

확립한 in-line monitoring 측정기술은 기준전극 없이 산화전극과 환원전극

만을 사용하여 일정전위에서 환원전류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공정반응도, 즉 우라늄 산화물이 금속으로 환원된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YSZ(yttria stabilized zirconia)를 사용하여 산도측정 전극을 제작하 고 

전극의 가역성, 안정성 및 직선성을 확인하 다.  제작된 산도측정 전극은 

LiCl 용융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용융염 매질 내에서 산소이온 농도를 측

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반응에 대한 최적의 환원조

건을 살펴보았다. 일차적으로 환원전극에서 생성된 금속리튬이 우라늄 산화

물과 반응하여 우라늄 금속으로 환원되는지를 확인하 으며, 순환전압전류측

정법으로 통해서 우라늄 산화물과 금속리튬의 반응이 매우 빠른 반응임을 

확인하 다. 온도에 따른 반응속도를 관찰한 결과, 온도가 낮아지면 금속리

튬을 생성하는 물질인 산화리튬의 용해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관계로 초기전

류 도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이온들의 이동속도도 감소하므로 우라늄 산화

물의 환원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백금 또는 금을 산화전극으로 사용할 경우, 산화전극 표면에서 산소이온

이 산소로 환원됨을 알 수 있었으나, 두 전극 모두 반응 중에 용해되어 소모

됨을 알 수 있었다.  탄소전극과 glassy carbon 전극을 산화전극으로 사용하

는 경우, 전해전위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백금이나 

금 산화전극을 사용할 경우에는 2.4 V 이상의 전해전위 값이 필요하지만, 탄

소 또는 glassy carbon 전극의 경우에는 1.5 V의 전해전위에서도 금속리튬

의 환원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탄소전극은 산소이온이 기체

산소로 산화되는 대신에 탄소가 산화하여 CO를 발생하는 소모성 산화전극

이므로 전극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탄소전극의 가

장 큰 단점은 생성된 CO가 LiCl 용융염 내에 존재하는 산화리튬과 반응하

여 탄산염을 형성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생성된 탄산염은 환원전극

에서 만들어진 금속리튬에 의해서 환원되어 탄소가 되는데 결국 산화전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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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용해된 탄소가 환원전극 표면에 들러붙는 현상을 초래하고 전류효율을 

현저하게 떨어Em리기 때문에 650℃의 LiCl 매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공정 실험을 예측하고 평가하는데 활용

되고 있으며, 연구계획 수립시 설정한 연구개발 내용을 원만하게 수행한 것

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조사핵연료 내 동위원소 분포 및 미세 구조변화 측정 

        시스템 개발

미세 역에서의 동위원소 분포측정을 위한 laser ablation/ICP-MS 시스

템 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ICP-MS 측정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고 방

사성 고체물질을 용해하지 않고 미량의 시료를 채취․주입할 수 있는 laser 

ablation 시스템을 구성하 으며, image analyzer 및 미세 이동장치를 시스템

에 설치하여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데 성공하 다. 사용후핵연료 시편에 대한  

laser ablation/ICP-MS 측정시스템의 적용 가능성 시험 결과, 공간분해능이 

50 ㎛, 동위원소 비 측정정 도가 10 % 이하의 성능을 보임으로써 조사핵연

료 중 동위원소 분포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 다. 

Micro-XRD 측정시스템은 X-선을 미세 빔으로 만들어 미세 역의 구조

변화 측정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상용 XRD 측정시스템의 X-선 빔 크기(16 

x 1 ㎜)를 200배 축소한 미세 빔(4 x 0.02 ㎜)으로 만들어 회절피크를 검출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정기술은 국내 산업체의 신소재 개발에 관련된 재료

물질 상변화에 따른 미세 결정구조 변화를 측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에 획기적인 전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성된 

micro-XRD 측정시스템으로 UO2 pellet의 회절피크(2θ=28.32
o, 피크세기=검

출한계의 75배)와 우수한 피크 분해능(Kα1, Kα2), 공간분해능(50 ㎛ 이하) 및 

재현성(2θ = ± 0.01o)을 얻은 결과는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우수한 연구 

성과이었다. 이 기술의 확립으로 조사핵연료 중 미세 역에서 구조변화 특성

을 평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 다. 

Laser ablation/ICP-MS 측정시스템과 함께 micro-XRD 측정시스템은 고



- 321 -

연소․장주기 핵연료 개발에 요구되는 조사핵연료 화학 시험․평가에 활용

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핵연료 시편의 경방향(core-to-rim) 동위원소 분포 

및 rim 주변의 결정구조 변화에 대한 측정 자료를 제공하여 핵연료 건전성 

평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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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건식공정 시료 내 성분원소 정량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용융염 및 사용후핵연료(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 내 

핵물질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기술은 건식공정 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물질 

수지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용융염 내 
137Cs, 237Np, 239Pu, 241Am 및 

244Cm 정량기술은 건식공정의 폐용융염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 내 MAE(237Np, 239Pu, 

241Am 및 244Cm) 정량기술은 사용후핵연료의 선원항 결정과 사용후핵연료 

관련 화학공정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화학특성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장반감기 핵종인 99Tc의 정량기술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와 

같은 시료 분석을 통하여 환경관리에도 필요한 자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O/M 비 및 평균연소도 측정기술은 건식공정

시료의 화학특성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과 같은 고방사성 물질의 재료특성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제 2 절 건식공정 화학특성 측정기술 개발

LiCl 용융염 내에서 측정한 반응물들인 우라늄산화물과 리튬금속의 용해

도는 우라늄산화물의 환원반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고방열핵종

들의 용융염 매질과의 화학반응과 용해도는 이들이 금속고화체에 포함될 것

인지 아니면 LiCl 매질에 남아있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또

한 우라늄금속의 용해도 자료는 환원된 우라늄금속이 금속상태로 남아서 전

량 회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라늄 산화물 환원공정의 in-line monitoring 측정기술은 환원반응 중에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서도 환원반응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

한 정보를 신속하고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환원공정의 진행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용융염 내 산도측정을 위하여 개발한 전극은 현

재 사용하고 있는 LiCl 용융염 뿐만 아니라, 다른 용융염 매질 내의 산소이

온 농도를 측정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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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기술은 현재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기술개발’ 과제에서 큰 규모로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환원공정의 최적조건을 찾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조사핵연료 내 동위원소 분포 및 미세 구조변화 

측정시스템 개발

본 연구에서 구성한 laser ablation/ICP-MS 측정시스템은 고체상 시편을 

용해하지 않고 laser를 사용하여 지름 50 ㎛정도 크기의 미세부위에서 시료 

입자를 직접 채취하여 ICP-MS에 유입시켜 동위원소 비를 측정할 수 있으

므로, 향후 laser ablation system의 방사선 차폐가 이루어지면 조사핵연료의 

경방향(core-to-rim) 동위원소 분포 측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micro-XRD 측정시스템은 X-선 미세 빔(4 x 0.02 

㎜)을 고체 표면에 조사시켜 50 ㎛ 정도의 미세 역에서 결정구조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향후 방사선 차폐가 이루어지면 조사핵연료를 포함한 

고방사성 시편 내 rim 주변의 결정구조 변화를 측정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Laser ablation/ICP-MS 및 micro-XRD 측정기술은 경방향(core-to-rim) 

동위원소 분포 및 미세 역에서 결정구조 변화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

연소 핵연료의 화학 시험‧평가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재료물질이나 

신소재를 개발하는 타 산업에서 요구되는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를 위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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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 공정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공정 조건을 

최적화하고 물질수지를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용후핵연료와 

LiCl 용융염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악티늄족 원소와 핵분열생성물을 정량적으로 분

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악티늄족 원소들은 용매추출법이나 이온교환수지법으로 

분리한 다음 비색법, 질량분석법 또는 알파분광분석법으로 정량하고 있다. 알파분광

법으로 정량할 때는 알파 에너지의 약한 투과력 때문에 매질로부터 반드시 분리해

야 하며 알파 에너지가 서로 중첩될 경우 원소간의 개별분리도 해야 한다. 질량분

석의 경우에도 매질로부터 뿐만 아니라 동중원소에 의한 간섭이 때문에 원소간의 

개별분리를 하지 않으면 정밀,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없다. 핵분열생성물들은 

미량의 농도범위에서 여러 금속원소들을 동시에 정량할 수 있는 유도 결합 플라스

마 원자방출분광법 (ICP-AES)으로 정량이 가능하다. 그러나 U 및 Pu와 같이 방출 

스펙트럼이 매우 복잡한 악티늄족 원소들에 의한 분광학적 간섭과 이온화 전위가 

낮은 Li에 의한 이온화 억제 간섭 때문에 정량적인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

후핵연료와 LiCl 용융염 매질로부터 핵분열생성물들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본 절차서는 2001～2003 년까지 핵연료주기 화학측정기술 과제에서 개발한 

“건식공정 시료 중 악티늄족 원소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

한 것으로서, 분석자의 방사선 피폭과 방사성 폐액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나의 시료로부터 U, Np, Pu, Am, Cm 및 핵분열생성물 (Cs, Sr, Ba, La, Ce, Pr, 

Nd, Sm, Eu, Gd, Y, Zr, Mo, Cd, Ru, Rh, Pd을 이온교환수지법과 추출 크로마토그

래피로 순차적으로 군분리 또는 개별분리한 후 방사성 시료 분석에 적합하도록 특수

하게 제작한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기/차폐 시스템 (ICP-AES/shielded 

system)과 열이온화질량분석기 그리고 감마선 및 알파분광분석기 로 정량하도록 하

였다. 99Tc은 별도의 분리과정을 거쳐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기/차폐 시스템 

(ICP-MS/shielded system)으로 정량하며, 사용후핵연료중 3H 및 14C은 증류법으로 

회수한 후 액체섬광계수기로 정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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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저장용기에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로부터 대표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대표시료 채취를 위하여 저장용기 중의 산화분말 (모집

단)을 3차원적 지점별로 난수 (random number)룰 지정하고 무작위 시료채취방법 

(단순임의추출: simple random sampling)으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의 

화학특성을 측정한 결과로부터 구한 모집단의 균질 및 불균질 여부를 통계적 방법

으로 검증하고, 불균질한 모집단으로 산출된 평균값을 대표값으로의 사용가능 여부

와 신뢰구간을 통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2. 적용범위

    단일 저장용기에 보관된 200 g의 사용후핵연료 산화 분말시료로부터 대표시료 

채취 및 균질도를 검증에 적용한다. 본 방법은 분말형태의 여러 사용후핵연료에 적

용할 수 있다. 단, 난수 해당지점으로부터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시료채취 템플레

이트(sampling template) 설치 및 샘플러를 이용한 시료채취가 가능해야 한다. 

3. 대표시료채취 절차 

 3.1.  기구 및 준비물

  3.1.1. 사용후핵연료 분말시료 저장용기 

  3.1.2. 시료채취 템플레이트 

  3.1.3. 샘플러 

  3.1.4. 채취시료 보관 및 포장 용기

  3.15. 개인용 컴퓨터

  3.1.6. 난수발생 컴퓨터 프로그램 (Microsoft사, Ex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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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사용후핵연료 산화 분말 및 저장용기 준비  

  3.2.1. 사용후핵연료 공정 (산화, 분쇄 등)으로부터 산화 분말시료를 준비한다.

  3.2.2. 그림 1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200 g 용적)에 시료를 모은다.  

  3.2.3. 그림 1과 같은 일정구간 (예를 들면, 27 구간)으로 만들어진 시료채취 

       템플레이트를 제작하여 저장용기에 끼운다. 

 3.3.  시료구역화 및 난수발생  

  3.3.1. 사용후핵연료 공정 (산화-분쇄, 등)으로부터 산화 분말시료를 준비한다.

  3.3.2. 그림 1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200 g 용적)에 시료를 모은다. 

  3.3.3. 그림 1과 같이 시료 저장용기를 몇 개 (예를 들면, 27 구간)으로 세분하

여 용기중의 전체시료를 숫자화한 시료구역 (예를 들면, 총 108 구간) 으로 

세분한다. 

  3.3.4. 개인용 컴퓨터의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추출하고자 하는 시료수에 

해당하는 난수를 편리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3.3.5. 발생난수는 숫자화한 시료구역 번호 (예를 들면, 0～107)에 국한되어야 하

며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3.3.5. 상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료채취 횟수별로 일정 시료개수 만큼의 난수를 

발생시킨다.

  3.3.6. 난수에 해당하는 저장용기의 시료지점(구역)을 정확히 찾아서 샘플러를 이

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용기에 담는다. 

 3.4 채취시료의 화학분석

  3.4.1 채취한 각각의 시료에 대해 화학분석 (원소 또는 동위원소 분석)을 2 회 이

상 수행하고 평균값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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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채취시료의 균질도 판정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균질도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표 1의 

각 항목별로 계산한 후 기록한다.       

  3.5.1. 표 1의 “Classification”란에 채취해야 할 시료의 구분 또는 분류상의 특성

(예를 들면, 산화 및 분쇄 조건)을 기록한다.

  3.5.2. 표 1의 “Sampling Number”란에 저장용기로부터 시료 채취한 일련번호를 

기록한다.  

  3.5.3. 표 1의 “No. of Sample (k)”란에 시료 채취시 취한 시료수를 기록한다. 

  3.5.4. 표 1의 “Sample Size (n)”란에 시료 채취시 취한 시료 각각에 대하여 측정

한 횟수를 기록한다. 

  3.5.5. 재평균값을 아래와 같이 구하여 표 1의 “Overall Mean ( x)”란에 기록하고 

pooled sample variance (sp
2
)를 계산한다.  

       x  : 한 시료 대하여  n회 측정한 평균값을 k개의 시료에 대하여 재평균한 값  

       ∑
k

i
(xi - x)

2 : 각 시료에 대한 측정 평균값과 재평균값 차이의 제곱의 합  

        따라서, sp
2 = ∑

k

i
(xi - x)

2 / n-1 

               또는 sp
2
 = (n-1)(s1

2 
+ s2

2
+ --- + sk

2
) / k(n-1)  

  3.5.6. 아래와 같이 between sample variance (nsx
2
)를 계산한다.  

       sx
2
 : 각 시료에 대한 측정 평균값을 이용하여 k개의 시료에 대하여 구한 분산 

       nsx
2 = n ∑

k

i
(xi - x)

2 / k-1 

  3.5.7. 3.5.5와 3.5.6의 계산값 비를 이용하여 F-계산값 (혹은 실험값)을 구하고 표 

1의 “Fcalc. (= nsx
2
/sp
2
)”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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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표 2의 편측 F-분포표 또는 문헌상의 자료 (4.2.∼4.6.)를 이용하여 95 % 신뢰

구간에서의 F-임계값을 계산하고 표 1의 “Fcrit.{=F0.05[k-1,k(n-1)]}”란에 기록한다.

  3.5.9. 표 2에서 분자 (numerator)의 자유도 (ν1)는 (k-1), 분모 (denominator)의 

자유도 (ν2)는 k(n-1)에 해당한다.  

  3.5.10. 3.5.7과 3.5.8의 계산 및 문헌상의 값을 비교하여 채취시료의 균질도를 판

정하고 그 결과를 표 1의 “Homogeneous Material”란에 기록한다. 

  3.5.10. 비교결과, Fcrit. > Fcalc.인 경우, 채취한 시료는 균질한 것으로 판정하며 

이의 반대인 경우. 채취한 시료는 불균질한 것으로 판정한다.  

3.6.  대표시료 채취

    3.4.의 과정에 의하여 채취시료가 균질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시료측정 및 

대표값 산출에 문제가 없으므로 균질시료로부터 대표시료 채취는 생략한다. 본 절

에서는 채취시료가 3.4.의 과정에 의하여 불균질한 물질로 판정되었을 경우, 측정된 

결과를 대표값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대표시료 측정결과의 신뢰구간을 기술

한다. 이를 위하여 표 3 및 4의 각 항목별로 계산 및 기록한다.  

  3.6.1. 표 3의 “Classification”란에 채취해야 할 시료의 구분 또는 분류상의 특성

(예를 들면, 산화 및 분쇄 조건)을 기록한다.

  3.6.2. 표 3의 “No. of Sample (k)”란에 시료 채취시 취한 시료수를 기록한다. 

  3.6.3. 표 3의 “Measurement Value”란에 3.6.2의 채취한 시료 각각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 (1 회 측정값 또는 수회 측정 평균값)를 기록한다. 

  3.6.4. 표 3의 “Mean ( x)”란에 3.6.3의 여러 측정값에 대한 평균값을 기록한다.  

  3.6.5. 표 3의 “Variance (s2)”와 “Standard Deviation (s)”란에 3.6.3의 여러 측정

값과 3.6.4.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3.6.6. 표 4의 “Classification”란에 채취해야 할 시료의 구분 또는 분류상의 특

성(예를 들면, 산화 및 분쇄 조건)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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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 표 4의 “Sample Size (n)”란에 시료채취시 취한 시료수 (= k)를 기록한다. 

  3.6.8. 표 4의 “True Value (μ)”란에 모평균값 (population mean), 즉, 이론적 

계산이나 분석에 의한 시료전체의 평균값을 기록한다.

  3.6.9. 3.6.4.∼3.6.8.의 값 ( x, μ, s, n)을 이용하여 아래 식으로 t-계산값 (절대값)을 

구하고 표 4의 “Calculated Value (∣tcalc.⃒)”란에 기록한다.   

       ∣tcalc. ⃒=⃒( x - μ) ⃒/s√n

  3.6.10. 표 5의 오른쪽 t-table [double-sided test (혹은 two-tailed test)] 또는 문

헌상의 자료 (4.2∼4.6.)를 이용하여 95% 신뢰도 범위에서의 t-임계값 

[tcrit.(ν,α/2)]을 구하고 표 4의 “Critical Value (tcrit.)”란에 기록한다. 

  3.6.11. 표 5의 t-임계값은 자유도 (ν) n-1, significance level (α) 0.05에 대한 값이다. 

  3.6.12. 3.6.9.의 계산된 t-value (tcalc.⃒)와 3.6.10의 t-임계값 (tcrit.)을 비교 하여 측

정한 평균값 ( x  ) 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표 4의 “Criteria”란에 기록한다. 

  3.6.13. 비교결과,∣tcalc.⃒<tcrit.인 경우 측정한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 가능하다.  

  3.6.14. 3.6.11에서 측정한 평균값이 대표값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경

우, 3.6.4∼3.6.10에서 구한 값을 이용하여 아래 식으로 95% 신뢰구간에서

의 대푯값 [=모평균값 (μ)]을 구하고 그 결과를 표 4의 “Representative 

Value”란에 기록한다.

   3.6.15. x  + tcrit.s/√n는 대표값의 상한값, x  - tcrit.s/√n는 대표값의 하한값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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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통계기법에 의한 채취시료의 균질도검증 

 Classi- 

 fication

 Sampling

 Number  

 No. of

 Sample

   (k)   

 Sample 

  Size

   (n)

 Overall

 Mean

 ( X )

 

   Fcalc.

 

(nsx
2/sp

2)

    Fcrit.* 

 

[F0.05[k-1,k(n-1)

]] 

 Homogene-

 ous Material

 (Fcalc.<Fcrit.) 

        X, O

      

     

  

  

       

   

  

nsx
2 
: between sample variance                                                 

sp
2 : pooled sample variance

* Fcrit [= Fα|k-1,k(n-1)|] : critical values of the F distribution for a one-sided test at 

                      5 % significance level(α=0.05) from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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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편측 F-분포표 (Critical Values of F for a One-Tailed Test), α = 0.05

  ν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6 20

ν2

1 161 200 216 225 230 234 237 239 241 242 243 244 245 246 248

2 18.51 19.00 19.16 19.25 19.30 19.33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3 10.13 9.55 9.28 9.12 9.01 8.94 8.88 8.84 8.81 8.78 8.76 8.74 8.71 8.69 8.66

4 7.71 6.94 6.59 6.39 6.26 6.16 6.09 6.04 6.00 5.96 5.93 5.91 5.87 5.84 5.80

5 6.61 5.79 5.41 5.19 5.05 4.95 4.88 4.82 4.78 4.74 4.70 4.68 4.64 4.60 4.56

6 5.99 5.14 4.76 4.53 4.39 4.28 4.21 4.15 4.10 4.06 4.03 4.00 3.96 3.92 3.87

7 5.59 4.74 4.35 4.12 3.97 3.87 3.79 3.73 3.68 3.63 3.60 3.57 3.52 3.49 3.44

8 5.32 4.46 4.07 3.84 3.69 3.58 3.50 3.44 3.39 3.34 3.31 3.28 3.23 3.20 3.15

9 5.12 4.26 3.86 3.63 3.48 3.37 3.29 3.23 3.18 3.13 3.10 3.07 3.02 2.98 2.93

10 4.96 4.10 3.71 3.48 3.33 3.22 3.14 3.07 3.02 2.97 2.94 2.91 2.86 2.82 2.77

11 4.84 3.98 3.59 3.36 3.20 3.09 3.01 2.95 2.90 2.86 2.82 2.79 2.74 2.70 2.65

12 4.75 3.88 3.49 3.26 3.11 3.00 2.92 2.85 2.80 2.76 2.72 2.69 2.64 2.60 2.54

13 4.67 3.80 3.41 3.18 3.02 2.92 2.84 2.77 2.72 2.67 2.63 2.60 2.55 2.51 2.46

14 4.60 3.74 3.34 3.11 2.96 2.85 2.77 2.70 2.65 2.60 2.56 2.53 2.48 2.44 2.39

15 4.54 3.68 3.29 3.06 2.90 2.79 2.70 2.64 2.59 2.55 2.51 2.48 2.43 2.39 2.33

16 4.49 3.63 3.24 3.01 2.85 2.74 2.66 2.59 2.54 2.49 2.45 2.42 2.37 2.33 2.28

17 4.45 3.59 3.20 2.96 2.81 2.70 2.62 2.55 2.50 2.45 2.41 2.38 2.33 2.29 2.23

18 4.41 3.55 3.16 2.93 2.77 2.66 2.58 2.51 2.46 2.41 2.37 2.34 2.29 2.25 2.19

19 4.38 3.52 3.13 2.90 2.74 2.63 2.55 2.48 2.43 2.38 2.34 2.31 2.26 2.21 2.15

20 4.35 3.49 3.10 2.87 2.71 2.60 2.52 2.45 2.40 2.35 2.31 2.28 2.23 2.18 2.12

21 4.32 3.47 3.07 2.84 2.68 2.57 2.49 2.42 2.37 2.32 2.28 2.25 2.20 2.15 2.09

22 4.30 3.44 3.05 2.82 2.66 2.55 2.47 2.40 2.35 2.30 2.26 2.23 2.18 2.13 2.07

23 4.28 3.42 3.03 2.80 2.64 2.53 2.45 2.38 2.32 2.28 2.24 2.20 2.14 2.10 2.04

24 4.26 3.40 3.01 2.78 2.62 2.51 2.43 2.36 2.30 2.26 2.22 2.18 2.13 2.09 2.02

25 4.24 3.38 2.99 2.76 2.60 2.49 2.41 2.34 2.28 2.24 2.20 2.16 2.11 2.06 2.00

26 4.22 3.37 2.98 2.74 2.59 2.47 2.39 2.32 2.27 2.22 2.18 2.15 2.10 2.05 1.99

27 4.21 3.35 2.96 2.73 2.57 2.46 2.37 2.30 2.25 2.20 2.16 2.13 2.08 2.03 1.97

28 4.20 3.34 2.95 2.71 2.56 2.44 2.36 2.29 2.24 2.19 2.15 2.12 2.06 2.02 1.96

29 4.18 3.33 2.93 2.70 2.54 2.43 2.35 2.28 2.22 2.18 2.14 2.10 2.05 2.00 1.94

30 4.17 3.32 2.92 2.69 2.53 2.42 2.34 2.27 2.21 2.16 2.12 2.09 2.04 1.99 1.93

32 4.15 3.30 2.90 2.67 2.51 2.40 2.32 2.25 2.19 2.14 2.10 2.07 2.02 1.97 1.91

34 4.13 3.28 2.88 2.65 2.49 2.38 2.30 2.23 2.17 2.12 2.08 2.05 2.00 1.95 1.89

36 4.11 3.26 2.86 2.63 2.48 2.36 2.28 2.21 2.15 2.10 2.06 2.03 1.98 1.93 1.87

38 4.10 3.25 2.85 2.62 2.46 2.35 2.26 2.19 2.14 2.09 2.05 2.02 1.96 1.92 1.85

40 4.08 3.23 2.84 2.61 2.45 2.34 2.25 2.18 2.12 2.07 2.04 2.00 1.95 1.90 1.84

 ν1 = number of degrees of freedom of the numerator and

 ν2 = number of degrees of freedom of the denom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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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채취시료 평균값 측정                                             

Classification

No. of

Sample

(k) 

Measurement Value
 Mean

 ( x )

Variance

(s2)

Standard 

Deviatio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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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통계기법에 의한 채취시료의 대표값 산출                           

Classi-

fication

Sample

Size

(n)

True

Value

(μ)

Calculated

Value*

∣tcalc. ⃒

Critical

Value

(tcrit.)

Criteria**

(∣tcalc. ⃒<tcrit. )

Representative 

Value***

x ± tcrit.s/√n 

  X, O

 

 

 *∣tcalc. ⃒=⃒( x - μ) ⃒/s√n 

   μ: true value(mean of population), x : mean measured

   s: standard deviation measured, 

   n: sample size,

 **∣tcalc. ⃒<tcrit. : criteria for representative value in t-test,

 *** representive value at 95% confidence interval             

 95% Confidence limit of μ = x ± tcrit.(ν,α/2)s/√n 

 tcrit : critical values for a two-tailed test from reference 

 ν: degree of freedom(= n-1) 

 α: significance level(= 0.05).

                       ←   Confidence Interval   →

                   

                  x  - tcrit.s/√n      x         x  + tcrit.s/√n          

              Lower confidence limit         Upper confidence limit



- 355 -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 

대표시료 채취 

 제정일자: 2002. 1. 

2.

 개정일자:    .  .  .

 개정번호:    0

 쪽 번 호:  11/12

 표 5. t-분포표 (Critical Values of Student's t Distribution)

              

   Single-sided test  Double-sided test

DF
 α

DF
α

0.005 0.01 0.05 0.1 0.005 0.01 0.05 0.1

1 63.7 31.8 6.31 3.08 1 127 63.7 12.7 6.31

2 9.92 6.96 2.92 1.89 2 14.1 9.92 4.30 2.92

3 5.84 4.54 2.35 1.64 3 7.45 5.84 3.18 2.35

4 4.60 3.75 2.13 1.53 4 5.60 4.60 2.78 2.13

5 4.03 3.36 2.01 1.48 5 4.77 4.03 2.57 2.01

6 3.71 3.14 1.94 1.44 6 4.32 3.71 2.45 1.94

7 3.50 3.00 1.89 1.42 7 4.03 3.50 2.36 1.89

8 3.36 2.90 1.86 1.40 8 3.83 3.36 2.31 1.86

9 3.25 2.82 1.83 1.38 9 3.69 3.25 2.26 1.83

10 3.17 2.76 1.81 1.37 10 3.58 3.17 2.23 1.81

11 3.11 2.72 1.80 1.36 11 3.50 3.11 2.20 1.80

12 3.05 2.68 1.78 1.36 12 3.43 3.05 2.18 1.78

13 3.01 2.65 1.77 1.35 13 3.37 3.01 2.16 1.77

14 2.98 2.62 1.76 1.34 14 3.33 2.98 2.14 1.76

15 2.95 2.60 1.75 1.34 15 3.29 2.95 2.13 1.75

16 2.92 2.58 1.75 1.34 16 3.25 2.92 2.12 1.75

17 2.90 2.57 1.74 1.33 17 3.22 2.90 2.11 1.74

18 2.88 2.55 1.73 1.33 18 3.20 2.88 2.10 1.73

19 2.86 2.54 1.73 1.33 19 3.17 2.86 2.09 1.73

20 2.85 2.53 1.72 1.32 20 3.15 2.85 2.09 1.72

21 2.83 2.52 1.72 1.32 21 3.14 2.83 2.08 1.72

22 2.82 2.51 1.72 1.32 22 3.12 2.82 2.07 1.72

23 2.81 2.50 1.71 1.32 23 3.10 2.81 2.07 1.71

24 2.80 2.49 1,71 1.32 24 3.09 2.80 2.06 1.71

25 2.79 2.48 1.71 1.32 25 3.08 2.79 2.06 1.71

26 2.78 2.48 1.71 1.32 26 3.07 2.78 2.06 1.71

27 2.77 2.47 1.70 1.31 27 3.06 2.77 2.05 1.70

28 2.76 2,47 1.70 1.31 28 3.05 2.76 2.05 1.70

29 2.76 2.46 1.70 1.31 29 3.04 2.76 2.05 1.70

30 2.75 2.46 1.70 1.31 30 3.03 2.75 2.04 1.70

40 2.70 2.42 1.68 1.30 40 2.97 2.70 2.02 1.68

60 2.66 2.39 1.67 1.30 60 2.91 2.66 2.00 1.67

120 2.62 2.36 1.66 1.29 120 2.86 2.62 1.98 1.66

∞ 2.58 2.33 1.64 1.28 ∞ 2.81 2.58 1.96 1.64

 DF : number of degrees of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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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저장용기 및 시료채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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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연소도가 각각 다른 사용후핵연료 산화물로 혼합되어 있는 분말시료의 평균 연

소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역상 및 양이온교환분리관을 동시에 사용하여 (coupled 

column) U, Pu 및 Nd를 각각 분리한 후 질량분석법으로 U, Pu 및 148Nd을 정량

하여 연소도를 결정한다.  

2. 적용범위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U, Pu 및 Nd을 액체크로마토그래피로 각각 분

리하는 방법으로 μg 정도의 Nd를 함유하는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에 직접 적용한

다. 

3. 시약 및 장비

 3.1. α-hydroxyisobutyric acid (α-HiBA)(Aldrich Chemical Co, 99%)

 3.2. 1-eicosylsulfate, C20H41SO4 (Sigma Chem. Co)

 3.3. Arsenazo 

III(2.2-[1.8-dihydroxy-3.6-disulfo-2.7-naphthalene-bis-(azo)]- 

     dibenzene arsonic acid) (Sigma GR) 

 3.4. Urea (Ishizu pharmac. Co Ltd)

 3.5. Acetonitrile (Kanto, GR)

 3.6. Methanol (Oriental Chem. Ind)

 3.7. Milli-Q Water System

 3.8. Uranium 표준용액 (10,000 μg/mL, Spex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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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 x 10-4 M 1-eicosylsulfate/25% acetonitrile 용액: 0.08012 g의 1-eicosylsulfate

를 1 L의 용량 플라스크에 넣고 25% Acetonitrile로 용해시켜 제조한 후 0.45 μ

m 규격의 거름종이로 걸러서 사용한다.     

 3.10. Ion chromatographic system (Metrohm Co.) 

  3.10.1. 709 IC Pump

  3.10.2. 733 IC Separation center (switching valve)

  3.10.3. 812 IC Injection valve, 816 IC Eluent selector

  3.10.4. 752 Peristaltic pump unit

  3.10.5. 762  IC Interface 

  3.10.6. Lambda 1010 UV/Vis Detector (Bishoff Co)

  3.10.7. PC with IC Net 2.1 Metrodata software program

  3.10.8. Solenoid switching valve (Cole-Parmer Instrument P/N# 98300-02, 12V DC)

  3.10.9. 752 Peristaltic pump unit

  3.10.10. LC-18 column (15 cm x 0.46 cm, 5 μm particle size, Supelco Co.)

 3.11. 질량분석기 (Finnigan Mat 262, Finnigan Mat Co.)

 

4. 연소도 측정 

 4.1 시료 용액 준비

  4.1.1. 질산 매질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U: 10,000 μg/mL, Pu: 100 μg/mL, Nd: 

40 μg/mL) 일정량 (약 0.1 mL)을 10 mL 용량의 비커에 취한다.

  4.1.2. 비커에 233U, 242Pu 및 150Nd 스파이크 용액을 일정량 넣는다. 

       (스파이크 용액의 농도가 가능한 한 시료의 농도에 접근하도록 한다.)

  4.1.3. 위의 두 비커를 열판기 (No. 3) 위에서 서서히 가열하여 증발 건고한다.  

  4.1.4. 10 mL의 0.1M α-HiBA (pH 3.8) 용액을 넣어 녹인 후 바이알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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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U, Pu 및 Nd 분리

  4.2.1. 용리액 제조

   4.2.1.1. 0.05M α-HiBA (pH 3.8) 1 L   

   4.2.1.2. 0.1M α-HiBA (pH 3.8) 1 L 

   4.2.1.3. 0.1M α-HiBA-25% CH3OH (pH 3.8) 1 L 

  4.2.2. 분리관 설치 (그림 1)

   4.2.2.1 역상분리관 (LC-18 column) 설치

   4.2.2.2. 흡착분리관 (1-eicosylsulfate) 제조 및 설치 

    4.2.2.2.1. LC-18 column을 200 mL의 80% Acetonirile 용액을 통과하여 세척

한다. 

    4.2.2.2.2. 2 x 10-4 M 1-eicosylsulfate/25% acetonitrile 용액을 0.5 mL/min

의 흐름속도로 LC-18 분리관에 통과시켜 양이온교환체를 흡착시킨다.

    4.2.2.2.3. 흡착이 끝나면 100 mL의 증류수를 통과시켜 흡착분리관을 세척한

다.

    4.2.2.2.4. 흡착분리관을 역상분리관 다음에 설치한다.

  4.2.3.  U, Pu 및 Nd 분리 및 분취

   4.2.3.1. 표 1의 단계적 농도구배법 (stepwise gradient elution)으로 Nd, Pu 및 

U를 차례로 분리하고 해당원소의 피크가 나타날 때 solenoid switching 

valve를 이용하여 성분원소를 분취한다 (그림 2). 

   4.2.3.2. 시료 주입은 1,000 mL 용량의 sample loop를 사용하여 주입한다.

   4.2.3.3. 이때 성분원소의 검출은 ArsenazoIII 발색제를 사용하여 65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4.2.3.4 시료 1 개마다 시료 용액과 스파이크가 들어 있는 시료 용액을 각각 주

입하여 해당 성분원소를 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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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U, Pu 및 Nd의 질량분석

  4.3.1 열이온화질량분석기를 사용하여 시료 용액 및 스파이크가 들어 있는 시료 

용액 각각에 대해 U, Pu 및 Nd의 동위원소 비를 측정하여 동위원소희석 

질량분석법 (isotope dilution mass spectrometry)으로 U, Pu 및 148Nd을 

각각 정량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BU: 연소도 (Atom % Fission)

 5.2. N: Atom Number of Burnup Monitor/148Nd, 137Cs

 5.3. Y: Fission Yield of Burnup Monitor

 5.4. HE: Atom Number of Heavy Element/U, Pu

6. 오차범위

    본 방법의 상대표준편차는 5%(1σ) 이내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7.1. 148Nd 정량에 144, 147, 148, 150Sm 및 142Ce의 동중원소가 간섭할 수 있다 (표 2).

 7.2. Pu 정량에 238U의 동중원소가 간섭할 수 있다.

  

)/(
100)/(
YNHE

YNB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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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epwise gradient elution of U, Pu and lanthanides in spent PWR
         fuels sample solutions

Time
(min)

Eluent
Reversed Phase 

column
Cation Exchange 

column

0-6 0.025 M α- HiBA U/Pu adsorption Lanthanides adsorption

6-25 0.1M α-HiBA - Lanthanides separation

25-37
0.1Mα-HiBA-25%CH3O

H
U/Pu separation -

37-42
0.1Mα-HiBA-25%CH3O

H
U washing -

Fig. 1. Schematic of coupled-column chromatographic system for the 

separation 

of uranium, plutonium and lanthanides in spent PWR fuel sampl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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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paration of lanthanides from uranium matrix, and collection of Nd and  

uranium fractions in spent PWR fuel sample solutions for burnup measurement. 

Sample: J14E11 (No 4)-sample 1, Columns: C18 (15 x 0.46 cm, 5 mm particle 

size) and AS coated  column, Stepwise gradient elution: 0.025M a-HiBA, pH 3.8 

through reversed phase and cation exchange column for 0～6 min, 0.1 M a-HiBA, 

pH 3.8 through cation exchange column for 6～25 min. and 0.1M a-HiBA-25% 

MeOH, pH 3.8 for 25～37 min. through reversed phase column, Sample injected; 

0.1 M HiBA matrix of pH 3.0, 1000 μL, Detection; 658 nm after post-column 

reaction with Arsenazo III, Flow rate; 1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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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Pu을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 우라늄 및 핵분열

생성물로부터 선택적으로 분리, 회수한 후 전기량 적정법으로 정량하는 방법이다. 

 

2.  적용범위

    전기량적정법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Pu을 정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0.2 mg 이상의 Pu을 함유하는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시료의 Pu을 분

리, 회수 및 측정할 경우 상대표준편차는 5% 이하이다.   

 

3.  시약 및 기구

 3.1. 진한 HNO3 (Merck GR, 65%)

 3.2. 8 M HNO3 

 3.3. 0.5 M HNO3

 3.4. 0.1 M HNO3

 3.5. 0.02 M NH2OH․HCl/0.5 M HNO3: 실험 당일 70 mg의 NH2OH․HCl을 10 

mL의 0.5 M HNO3에 녹인다. 

 3.6. AG MP-1 음이온교환수지 (chloride form, 200～400 mesh)

 3.7. Polyethylene disposable transfer pipette (SAINT-AMAND, U.S.A.) 

     안지름: 7 mm  

 3.8.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3.8.1. 250 mL 용량의 비커에 50 g의 AG MP-1 음이온교한수지를 넣고 100 mL

의 묽은 HNO3 (1:1 v/v)으로 3 회 씻은 후 증류수로 중성이  될 때까지 씻어

서 NO3 형으로 바꾼 다음 0.1 M HNO3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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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Polyethylene disposable transfer pipette의 bulb 끝을 잘라 내고 안지름 7 

mm 부분에만 이온교환수지를 채울 수 있도록 분리관의 끝을 개조하고, 상부

에 소형 플라스틱 깔때기를 연결시킨다. 

3.8.3. 유리솜으로 분리관의 끝을 막고 준비한 이온교환수지를 증류수에 풀어서 25 

mm 높이까지 (bed volume: 1 mL) 흘려 넣은 후 유리솜으로 얇게 막은 다

음 수지를 NO3 형으로 완전히 바꾸기 위하여 5 mL의 8 M HNO3을 통과시

킨다. 증류수로 질산을 완전히 세척한다.

 3.9. 전기량적정시스템

4. 분석과정

 4.1. 사용후핵연료 용해

  4.1.1. 정확히 무게를 알고 있는 핵연료 시료 (0.5∼1 g 범위)를 핫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핵연료 용해장치의 용해용기에 넣는다.

  4.1.2. 용해용기에 30∼50 mL의 8 M HNO3을 넣고 90 ℃에서 10 시간 이상 환류시

키면서 완전히 녹인다. 

  4.1.3. 핵연료 용해용액을 폴리에틸렌 용기에 옮기고 용해용기를 8 M HNO3로 

3 회 이상 씻어서 세척액을 용해용액과 합친다. 

4.1.4. 용해용액을 넣기 전, 후의 폴리에틸렌 용기 무게를 측정하여 순 용해용액의 무

게를 구한다. 

 4.2. Pu 분리

  4.2.1. 약 0.4 mg의 Pu 분리를 고려하여, 무게를 측정한 20 mL 플라스틱 병에 

        0.1 mL의 30% H2O2를 넣은 다음 다시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4.2.2. H2O2가 담긴 플라스틱 병을 핫쎌로 옮겨서 다시 병 무게를 측정한 다음 

대략 10 mg U/mL 농도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3 mL를 넣고 무게를 

측정한 후 Pu(IV)로 조절되도록 3～7 일간 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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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5 mL의 8 M HNO3로 전처리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을 핫쎌에 설치한다.

  4.2.4. Pu(IV)로 조절된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시료가 담긴 플라스틱 병의 무게

를 측정한 다음 용액을 분리관에 넣고 빈 병의 무게를 측정한다.

  4.2.5. 10 mL의 8 M HNO3을 통과시켜 우라늄 및 핵분열생성물을 세척, 제거한다. 

  4.2.6. Pu가 흡착되어 있는 분리관을 글로브박스로 옮긴 다음 아래에 20 mL 비

커를 놓고 1 mL의 0.5 M HNO3를 통과시켜 8 M 질산을 씻어냄과 동시

에 Pu을 용리한다. 9 mL의 0.02 M NH2OH․HCl/0.5 M HNO3를 통과시켜 

Pu을 용리, 회수한다.

 4.3. Pu 전기량적정  

  4.3.1. 용리, 회수된 Pu가 담긴 20 mL 비커를 열판 위에 얹고 용액의 최종 부

피가 대략 0.5 mL가 되도록 천천히 증발시킨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무게 (g)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무게 (g) = (W3 - W2) × {(W4 - W5)/(W4 - W1)}

      W1: 20 mL 플라스틱 병 무게 (g) 

      W2: (H2O2 + 플라스틱 병)의 무게 (g) 

      W3: (H2O2 +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 플라스틱 병)의 무게 (g)

      W4: 음이온교환 분리관에 주입 직전의 병 무게 (g)

      W5: 음이온교환 분리관에 주입 후의 병 무게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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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차범위

    상대표준편차(RSD)는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최종 측정에서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8. 참고문헌

 8.1. 서무열, 이창헌, 김정석, 손세철, 박영재, 김원호, “질산용액에서 넵투늄 산화상

태 조절”, KAERI/TR-235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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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넵투늄을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 아메리슘, 퀴륨, 

우라늄, 플루토늄 및 핵분열생성물로부터 선택적으로 분리, 회수한 후 전착하여 알

파분광분석법으로 정량하는 방법이다. 

 

2. 적용범위

    알파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237Np을 정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20 Bq (0.77 μg) 이상의 237Np을 함유하는 사용후핵연료 용해용

액 시료의 Np을 분리, 회수, 전기전착 및 측정할 경우 상대표준편차는 5% 이하이

다.   

 

3. 시약 및 기구

 3.1. 진한 HNO3 (Merck GR, 65%)

 3.2. 진한 HCl (Merck GR, 37%) 

 3.3. 12 M HNO3

 3.4. 8 M HNO3

 3.5. 9 M HCl

 3.6. 0.5 M HCl

 3.7. 0.1 M HNO3

 3.8. 0.5 M HNO3

 3.9. 30% H2O2 

 3.10. NH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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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9 M HCl-0.05 M NH4I : 실험 당일 73 mg의 NH4I를 10 mL의 9 M HCl

에 녹인다. 

 3.12.  AG MP-1 음이온교환수지 (chloride form, 200～400 mesh) 

 3.13.  Polyethylene disposable transfer pipette (SAINT-AMAND, U.S.A.) 

       안지름: 7 mm  

 3.14.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3.14.1. 250 mL 용량의 비커에 50 g의 AG MP-1 음이온교환수지를 넣고 100 

mL의 묽은 HNO3l (1:1 v/v)으로 3 회 씻은 후 증류수로 중성이 될 때까지 

씻어서 NO3 형으로 바꾼 다음 0.1 M HNO3에 보관한다.

  3.14.2. Polyethylene disposable transfer pipette의 bulb 끝을 잘라 내고 안지

름 7 mm 부분에만 이온교환수지를 채울 수 있도록 분리관의 끝을 개조하

고, 상부에 소형 플라스틱 깔때기를 연결시킨다. 

  3.14.3. 유리솜으로 분리관의 끝을 막고 준비한 이온교환수지를 증류수에 풀어서 

25 mm 높이까지 (bed volume: 1 mL) 흘려 넣은 후 유리솜으로 얇게 막

은 다음 수지를 NO3 형으로 완전히 바꾸기 위하여 5 mL의 8 M HNO3을 

통과시킨다. 증류수로 질산을 완전히 세척한다.

 3.15. 전착 시스템

 3.16. 알파분광분석 시스템

4. 분석과정

 4.1. 사용후핵연료 용해

  4.1.1. 정확히 무게를 알고 있는 핵연료 시료 (0.5∼1 g 범위)를 핫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핵연료 용해장치의 용해용기에 넣는다.

  4.1.2. 용해용기에 30∼50 mL의 8 M HNO3을 넣고 90 ℃에서 10 시간 이상 환류 냉

각시키면서 완전히 녹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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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핵연료 용해용액을 폴리에틸렌 용기에 옮기고 용해용기를 8 M HNO3으로 

3회 이상 씻어서 세척액을 용해용액과 합친다. 

4.1.4. 용해용액을 넣기 전, 후의 폴리에틸렌 용기 무게를 측정하여 순 용해용액의 무

게를 구한다. 

 4.2. Np 분리

  4.2.1. 약 20 Bq의 237Np 분리를 고려하여, 무게를 측정한 10 mL 비커에 대략 

10 mg U/mL 농도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0.2 mL (～2 mg U 함유)를 

넣고 무게를 측정한다. 

  4.2.2. 30% H2O2를 가한 후 질산 농도가 대략 8～8.5 M이 되도록 12 M HNO3

를 가한다.

  4.2.3. 0.5 mL의 30% H2O2를 가한 다음 Np(IV)로 조절되도록 7 일 정도 방치한다.

  4.2.4. 5 mL의 8 M HNO3로 전처리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 산화수가 조절

된 시료 용액을 주입한다.

  4.2.5. 2 mL의 8 M HNO3을 이용해서 비커를 여러 차례 씻어서 분리관에 주입

한 다음 8 mL의 8 M HNO3을 통과시켜 아메리슘, 퀴륨, 우라늄 및 핵분

열생성물을 세척, 제거한다. 

  4.2.6. 2 mL의 9 M HCl-0.05 M NH4I를 통과시킨 다음 3 시간 기다렸다가 

13 mL의 9 M HCl-0.05 M NH4I를 통과시켜 Pu을 세척, 제거한다.

  4.2.7. Np을 용리하기 위해 20 mL 유리 비커를 분리관 아래에 놓고 2 mL의 

0.5 M HCl를 분리관에 주입한 다음 30 분 정도 기다렸다가 8 mL의 

0.5 M HCl로 Np을 완전히 용리한다. 

 4.3. Np 전기전착 및 알파분광분석 

  4.3.1. 용리, 회수된 Np가 담긴 20 mL 비커에 2 mL의 진한 질산을 가한 후 

최하 가온 상태로 조절된 열판기 위에 얹고 백열등을 이용해서 용액을 

천천히 증발 건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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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알파분광분석법에 의한 237Np, 239Pu, 241Am 및 244Cm 정량절차”에 따라 

237Np을 정량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사용후핵연료중 237Np의 양 (μg Np/g 사용후핵연료 시료)

    = I237/26.1 × (100/Eff) × (100/Fsep) × (100/Fdep) × (1/WLiCl)

    I237:  10 mL의 Np 용리액에 함유된 237Np의 알파방사능 측정값 (Bq)

    Eff: 알파계측 효율 (%)

    Fsep: Np 이온교환분리 회수율 (%)

    Fdep: Pu의 전기전착 회수율 (%)

    26.1 Bq/μg: 237Np의 알파 비방사능 

    WLiCl: 사용후핵연료 시료 무게 (g) 

6. 오차범위

    상대표준편차 (RSD)는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최종 측정에서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8. 참고문헌

 8.1. 서무열, 이창헌, 김정석, 손세철, 박영재, 김원호, “질산용액에서 넵투늄 산화

상태 조절”, KAERI/TR-235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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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Tc을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 악티늄족 원소 및 

핵분열생성물로부터 선택적으로 분리, 회수한 후 ICP-MS로 정량하는 방법이다. 

 

2. 적용범위

    ICP-MS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99Tc를 정량할 수 있는 방

법으로서 2 ng (0.036 nCi) 이상의 99Tc을 함유하는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시료

의 Tc을 분리, 회수 및 측정할 경우 상대표준편차는 5% 이하이다.   

 

3. 시약 및 기구

 3.1. 10 M HNO3

 3.2. 8 M HNO3

 3.3. 1 M HNO3

 3.4. 0.5 M HNO3

 3.5. 95% (v/v) ethanol

 3.6. 0.001 M KIO4

     230 mg의 KIO4를 8 M HNO3로 녹여서 10 mL를 제조한 다음 0.1 mL를 취

해 8 M HNO3로 10 mL로 희석시킨다. 이 용액은 사용 당일 제조한다.

 3.7. 99Tc 수용액; NH4
99TcO4의 수용액

 3.8. 99Tc 표준용액; 100 ng 99Tc/mL의 0.5 M HNO3 용액

     99Tc 용액을 0.5 M HNO3으로 100 ng 99Tc/mL (1.7 nCi/mL)로 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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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99Tc 검정용액;

     99Tc 표준용액을 0.5 M HNO3로 희석하여 0, 0.125, 0.175, 0.250, 0.374, 

및 0.498 ng 99Tc/mL 검정용액 20 mL씩을 제조한다. 

 3.10. AG MP-1 음이온교환수지 (chloride form, 200～400 mesh)

 3.11. Polyethylene disposable transfer pipette (SAINT-AMAND, U.S.A.) 

      안지름: 7 mm  

 3.12.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3.12.1. 250 mL 용량의 비커에 50 g의 AG MP-1 음이온교한수지를 넣고 100 

mL의 묽은 HNO3 (1:1 v/v)으로 3회 씻은 후 증류수로 중성이  될 때까지 

씻어서 NO3 형으로 바꾼 다음 0.1 M HNO3에 보관한다.

3.12.2. Polyethylene disposable transfer pipette의 bulb 끝을 잘라 내고 안지름 

7 mm 부분에만 이온교환수지를 채울 수 있도록 분리관의 끝을 개조한다.

3.12.3. 유리솜으로 분리관의 끝을 막고 준비한 이온교환수지를 증류수에 풀어서 

2.5 cm 높이까지 (bed volume: 1 mL) 흘려 넣은 후 유리솜으로 얇게 막은 

다음 수지를 NO3 형으로 완전히 바꾸기 위하여 5 mL의 8 M HNO3을 통과

시킨다. 증류수로 질산을 완전히 세척한다.

 3.13.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기 (ICP-MS, Finnigan MAT, Element, Germany)

4. 분석과정

 4.1. 사용후핵연료 용해

  4.1.1. 정확히 무게를 알고 있는 핵연료 시료 (0.5∼1 g 범위)를 핫셀 안에 설치되어 

있는 핵연료 용해장치의 용해용기에 넣는다.

  4.1.2. 용해용기에 30∼50 mL의 7.2 M HNO3을 넣고 90 ℃에서 10 시간 이상 환류

시키면서 완전히 녹인다. 



- 374 -

사용후핵연료 중 성분원소 정량   제정일자: 2003. 1. 

15.

 개정일자:

 개정번호:    0 

 쪽 번 호:   3/5

99Tc 정량분석 

  

  4.1.3. 핵연료 용해용액을 폴리에틸렌 용기에 옮기고 용해용기를 7.2 M HNO3 

(1+1)으로 3회 이상 씻어서 세척액을 용해용액과 합친다. 

4.1.4. 용해용액을 넣기 전, 후의 폴리에틸렌 용기 무게를 측정하여 순 용해용액의 무

게를 구한다. 

 4.2. Tc 분리

  4.2.1. 약 50 ng의 Tc 분리를 고려하여, 무게를 측정한 5 mL 용량플라스크에 

대략 10 mg U/mL 농도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0.1 mL를 넣고 무게

를 측정한 다음 8 M HNO3로 표선까지 채운다(이하 시료용액).

  4.2.2. 시료용액 약 0.3 mL를 10 mL 비커에 취하고 10 μL의 0.001 M KIO4 용

액을 가한 다음 1 일간 방치한다.

  4.2.3. 5 mL의 0.05 M HNO3를 가한 후 95% (v/v) 에탄올 1～2 방울 가해서 

Ru 산화수를 조절한다. 

  4.2.4. 5 mL의 0.5 M HNO3로 전처리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 산화수를 

조절한 시료용액을 넣고 1 mL의 0.5 M HNO3로 비커를 3 회 세척하여 

분리관에 넣는다.

  4.2.5. 10 mL의 1 M HNO3을 통과시켜 악티늄족 원소 및 핵분열생성물을 세

척, 제거한다. 

  4.2.6. 분리관 아래에 10 mL 용량플라스크 놓고 10 mL의 10 M HNO3를 통

과시켜 Tc를 용리, 회수한다.

 4.3. Tc 측정  

  4.3.1. ICP-MS 운영절차에 따라 플라스마를 켜고 1 시간 기기를 안정시킨 다음 

KOLAS 공인화학지침서 (TCI-CA-13) 및 ASTM D 5673-02와 동일 

절차로 측정한다. 

  4.3.2. 99Tc 검정용액의 질량-99 피크세기 (cps)를 측정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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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0.5 mL의 Tc 용출액을 10 mL 용량플라스크에 취하고 증류수로 표선까지 

채운 다음 질량-99 피크세기 (cps)를 측정한 다음 검정곡선을 이용하여 

99Tc의 농도를 계산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사용후핵연료중 Tc의 양 (μg 99Tc/g U)

  사용후핵연료중 Tc 농도 (μg 99Tc/g U) = CMS × Fdil × Veluate × 1/VSF  ×  1/CUSF

  VSF: 취한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부피 (mL)

  CUSF: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중 우라늄 농도 (g U/mL)

  CMS: ICP-MS로 측정된 Tc 농도 (μg 99Tc/mL)

  Veluate: Tc-eluate 부피 (mL)

  Fdil: ICP-MS 측정을 위한 Veluate의 희석배율 

6. 오차범위

    상대표준편차 (RSD)는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최종 측정에서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8. 참고문헌

 8.1. ASTM, D 5673-02, “Standard Test Method for Elements in Water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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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EVA․Spec 수지 분리를 포함시키려면 다음 사항을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부분에 추가하면 됨. 

1. TEVA․Spec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수지 (100～200 mesh)

2. TEVA․Spec 수지 분리관 준비

 2.1. Polyethylene disposable transfer pipette의 bulb 끝을 잘라 내고 안지름 7 

mm 부분에만 이온교환수지를 채울 수 있도록 분리관의 끝을 개조한다.

 2.2. 유리솜으로 분리관의 끝을 막고 TEVA․Spec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수지를 증류

수에 풀어서 6 cm 높이까지 (충전부피: 2.3 mL) 흘려 넣은 후 유리솜으로 얇

게 막은 다음 5 mL의 증류수를 통과시킨다.

  * 사용 직전에 5 mL의 0.5 M HNO3를 통과시켜 안정화.

  * 시료의 loading, Tc 분리절차, ICP-MS 측정 등은 AG MP-1의 경우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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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사용후핵연료 시료를 탄산염 운반체와 함께 묽은 질산 매질에서 증류시켜 휘발

되는 14CO2을 알칼리 용액으로 포집한 후 액체섬광계수기로 정량한다. 14C 정량을 

간섭하는 휘발성 요오드(베타 방출체)를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질산은을 침윤시킨 

실리카 겔 요오드 포집관을 설치하였으며, 14C을 분리한 후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을 3H의 정량에 사용한다.        

2. 적용범위

    분말 및 펠랫 형태의 여러 사용후핵연료 시료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무기성 

탄소(inorganic carbon) 형태의 14C을 함유하고 있는 원자력산업 관련 고체 및 재료

물질에 적용할 수 있다. 본 측정법의 정밀도는 방사성시료로부터 14C의 회수와 분석

시료 준비 및 방사능계측 기술에 좌우되며 측정한계는 약 1 Bq (27.03 pCi) 이다.

3. 기기 및 시약 

 3.1. 핵연료 용해장치: 그림 1과 같이 유리재질의 증류장치를 제작하고 맨틀을 사

용하여 일정한 온도에서 증류시킨다.  

 3.2. 요오드 포집장치: AgNO3를 실리카 겔 (8 mesh)에 침윤시키고 (22 wt.%)    

유리관에 넣어 용해장치에 연결한다.

 3.3. 14C 포집장치: 1.5 M NaOH 용액 일정량을 2 개의 포집관에 넣어 요오드 포

집장치에 연결한다. 

 3.4. 14C 표준용액: 10～500 Bq/mL

     탄산염 타입의 표준방사성 동위원소 원용액(Amersham사 제품)을 증류수로 

희석하여 만든 후 플라스틱 병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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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탄산염 운반체(Carrier): 시판 고순도 CaCO3 2.5 g를 시료와 함께 반응시켜  

  휘발 14CO2 포집을 위한 운반체로 사용한다.   

 3.6. 액체섬광계수기: Tri-carb 2505TR A/B, Packard

 3.7. Scintillation cocktail: Packard, Hionic-fluorTM 

 3.8. Scintillation vial 및 dispensette  

 

4. 14C 회수 과정 

 4.1. 14C 회수장치 설치 및 포집 

  4.1.1. 방사성구역 화학핫셀 내부에 핵연료 용해장치, 요오드 포집장치, 14C 포

집장치 및 맨틀을 설치한다. 

  4.1.2. 핵연료 용해장치의 2구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시료 일정량과 CaCO3 

2.5 g을 넣은 후 핵연료 용해장치에 연결한다. 

  4.1.3. 2구 둥근 바닥 플라스크 주입구에 분리짤때기를 연결하고 10～20 mL

의 8 M HNO3 용액을 넣는다. 

  4.1.4. 분리깔때기 코크를 조절하여 질산용액을 적가한 후 코크를 잠근다.  

  4.1.5. 온도를 90 ℃로 조절하고 4 시간 이상 환류 냉각시키면서 14CO2를 알칼

리 용액에 포집시킨다.

  4.1.6. 하루 동안 방치하여 핵연료 용해 및 발생기체 포집장치를 냉각시킨다.   

  4.1.7. 14C 포집장치를 용해장치로부터 분리하고 포집용액을 폴리에틸렌 용기에 

담는다. 

  4.1.8. 폴리에틸렌 용기를 후드로 옮긴 후 일정량씩 취하여 액체섬광계수용  

Scintillation vial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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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계속해서 15 mL의 scintillation cocktail을 넣고 흔들어 균질하게 만든 

후   방사능계측을 준비한다. 

 4.2. 액체섬광계수법에 의한 3H 정량

    14C 표준용액 일정량을 취하여 scintillation vial에 넣고 화학분석․시험절차서, 

CAM-026, "액체섬광계수법에 의한 14C 및 3H 분석 절차서“에 따라 분석한

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사용후핵연료중 14C의 양 (Bq 14C/g U)

  = CSC × Veluate × 1/VSF × Fsoln × CUSF  

    CSC: 액체섬광계수기로 측정된 14C의 농도 (Bq 14C/mL)

    Veluate: 
14C 용출액 부피   

    VSF: 채취한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부피 (mL)

    Fsoln: 묽힌 시료용액의 희석배율 

    CUSF: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중 우라늄 농도 (g U/mL)

6. 오차범위

  상대표준편차 (RSD)는 1% 이하의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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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섭 및 방해 

    사용후핵연료 시료로부터 포집한 다른 베타 방출체들이 14C의 정량을 간섭할 

수 있다. 특히 휘발성의 129I가 흡착체에 의하여 사전 제거되지 않으면 NaOH 포

집용액에 함께 포집되어 간섭할 수 있다. 핵연료 용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령의 

NOx, 포집용액으로부터 채취한 시료 양, 칵테일 종류와 양 그리고 혼합비율이 

부적합하면 침전 생성 및 소광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 

8. 참고 문헌  

 8.1. “Liquid Scintillation Analysis - Science and Technology”, Packard       

     Instrument Co., 1987. 

 8.2. D. L. Moir et al., “Determination of 14C, 3H and Gamma-Emitting 

     Radionuclides in Irradiated Zr-2.5Nb Pressure Tubes”, Radiochim. Acta, 

     80, 37 (1998). 

 8.3. J. A. Stone and D. R. Johnson, “Measurement of Radioactive Gaseous 

     Effluents from Voloxidation and Dissolution of Spent  Nuclear Fuel”,  

     DP-MS-78-7, 1978.    

 8.4. D. R. Johnson and J. A. Stone, “Light Water Reactor Fuel Reprocessing;   

    Dissolution Studies of Voloxidized Fuel”, DP-MS-77-77,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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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14C collection system installed in Hot Cell. 

    1) cooling water inlet, 2) cooling water outlet, 3) reflux condenser, 

    4) 8 M HNO3 inlet, 5) 2-neck dissolution flask, 6) heating mantle, 

    7) trap with Ag-silica gel, 8) trap with 1.5 M NaOH, 9) voltage controller     

1)

3)

4)

5)

6)

8)

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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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14C을 분리, 회수한 후 용해용액에 남아있는 

3H2O를 증류시켜 악티늄족 원소 및 공존 핵분열생성물로부터 회수한 다음 액체섬

광계수법으로 정량하는 방법이다. 

 

2. 적용범위

    액체섬광계수법으로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3H을 정량할 수 있는 방법

으로서 50 Bq (1.35 nCi) 이상의 3H을 함유하는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시료의 

3H를 증류, 회수 및 측정할 경우 상대표준편차는 1% 이하이다.   

 

3. 시약 및 기구

 3.1. NaOH (Aldrich)

 3.2. 8 M HNO3

 3.3. 3H2O 표준용액 (Amersham Lab., 1225.4 Bq/mL, 1992. 1. 1.)  

 3.4. 3H2O 증류장치 (그림 1) 

 3.5. 액체섬광계수기 (Packard, Tri-Carb 2500, U.S.A.) 

4. 분석과정

 4.1. 시료 준비

  4.1.1 14C 회수장치의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남아 있는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을 

3
H 정량을 위한 시료용액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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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핫쎌로부터 사용후핵연료 10 mg에 해당되는 용해용액 (약 0.5 mL)을 fume 

hood로 옮긴다. 

  4.1.3. 0.1 mL (3H 예상량: 약 1,200 μCi)를 취하여 25 mL의 용량 플라스크에 넣

고 8 M HNO3으로 25 mL 되게 하여 시료용액으로 사용한다.  

 4.2. 3H 회수

  4.2.1. 3H2O 증류장치를 fume hood에 설치한다. 

  4.2.2.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시료용액 1 mL를 취하여 넣는다.

  4.2.3. 4 ml의 증류수를 넣고 플라스크를 냉각기가 연결되어 있는 수집기에 끼운다.  

  4.2.4. 3H2O를 회수하기 위하여 수집기의 용출구 아래에 20 mL의 용량 플라스크

를 놓는다.    

 4.2.5. 냉각기 상단부를 통하여 1 mL의 증류수를 흘려 넣어 수집기의 용출구를 

증류수로 채운다.   

  4.2.6.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비등석 3 알과 약 1 g의 NaOH 펠렛을 넣는다.

  4.2.7. 냉각수를 약 14 ℃가 유지되도록 한 후 가열기의 열표시기를 7로 조절한다.  

  4.2.8. 증류가 다 되어서 수집기의 용출구 끝에 물방울이 생기지 않으면 가열기를 

끄고 냉각한다. 

  4.2.9. 5 mL의 증류수를 넣어 잔유물을 녹이고 재증류한다.

  4.2.10. 증류가 다 되어서 수집기의 용출구 끝에 물방울이 생기지 않으면 가열기

를 끄고 냉각한다. 

  4.2.11. 냉각기의 상단부에 1 mL의 증류수를 흘려 넣어 냉각기와 수집기를 씻어 

낸다. 

  4.2.12. 3H2O 증류장치로부터 20 mL 플라스크를 해체해 내고 증류수로 20 mL 되

게 한다.

  4.2.13. 1 mL를 취하여 액체섬광계수기로 계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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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액체섬광계수법에 의한 3H 정량

    화학분석․시험절차서, CAM-026, "액체섬광계수법에 의한 H-3 및 C-14 분

석“ 참조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사용후핵연료중 3H의 양 (Bq 3H/g U)

  = CSC × Veluate × 1/VSF × Fsoln × CUSF  

  CSC: 액체섬광계수기로 측정된 3H의 농도 (Bq 3H/mL)

  Veluate: 
3H 회수 용액 부피 (20 mL)  

  VSF: 채취한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부피 (mL)

  Fsoln: 묽힌 시료용액의 희석배율 (25)

  CUSF: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중 우라늄 농도 ( g U/mL)

6. 오차범위

    상대표준편차 (RSD)는 1%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감마선 방출핵종으로서 106Rh (427.7, 622.1 keV), 124Sb (801.9 keV), 

125Sb (427.7 keV), 134Cs (563.5 keV), 137Cs (661.5 keV) 및 144Ce (133.7 

keV)가 검출되지만 최종 측정에서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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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illation system of 3H2O from spent PWR fuel dissolution solutions 

 a: Condenser, b: Distillation separator, c: Two-neck dissolution flask, d: Heating 

 mantle, e: 3H2O 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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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초기 음이온교환수지법에 의한 Pu 및 Np 분리단계에서 요구되는 시료 용액의 

매질이 8 M HNO3이기 때문에 LiCl 용융염 시료를 HNO3에 용해시킨다. LiCl는 흡

습성이 있으므로 시료 채취와 무게 측정은 가능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적용범위

    분석자의 방사선적 안전과 분석방법의 감도를 고려하여 약 30 mg의 사용후핵

연료가 용융되는 300 mg의 LiCl를 시료로 사용한다. 

3. 시약 및 기구

3.1. 진한 HNO3 (Merck, GR)

3.3. 8 M HNO3

3.8. 폴리 에틸렌 재질의 마개 달린 용기 (Nalgene, 60 mL) 

3.9. 액체섬광계수용 플라스틱 바이알 (20 mL)  

4. LiCl 용융염 시료 용해 

 4.1. LiCl 용융염 시료 용해

  4.1.1.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 공정 현장에서 채취된 LiCl 용융염 시료는 흡습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용해하기 전까지 폴리 에틸렌 재질의 마개 달린 용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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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조사후시험시설 내 화학실험실로 이송된 LiCl 용융염 시료를 제습용 실리카 

겔이 들어 있는 데시케이터에 보관한다.

  4.1.3. 용해하기 전에 약 300 mg의 LiCl 용융염 시료를 채취하여 50 mL 용량의 

유리 비커에 신속하게 넣고 무게를 기록한다.

  4.1.4. 3 mL의 진한 HNO3을 넣고 열판기 위에서 서서히 가열 용해시킨다.

  4.1.5. 백열등 아래에서 용해용액을 증발 건고시킨 후 잔유물을 3 mL의 진한 HNO3

으로 용해시킨다.

  4.1.6. 4.1.4. 및 4.1.5. 과정을 2 회 반복한 다음 잔유물을 3 mL의 10 M HNO3으로 

용해시킨다 (이하 시료 용해용액).

  4.1.7. 파라-필름으로 덮개를 기 하게 한 다음 Pu과 Np을 분리하기 전까지 보관

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없음

6. 오차범위

    없음

7. 간섭 및 방해

    없음

8.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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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약 300 mg의 LiCl 용융염 시료가 용해되어 있는 10 M HNO3 매질의 시료 용

해 용액에 함유되어 있는 Pu과 Np을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 선택적으로 분리, 회수

한 후 TotalPu은 질량분석법으로 그리고 237Np은 알파분광분석법으로 정량한다. 

2. 적용범위

    열이온화 질량분석기와 알파분광분석기로 LiCl 용유염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TotalPu과 237Np을 정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20 ng 이상의 Pu과 20 mBq 이상의 

237Np을 함유하는 LiCl 용유염 시료의 Pu와 Np를 분리, 회수 및 측정할 경우 상대

표준편차는 5% 이하이다.   

3. 시약 및 기구

 3.1. 진한 HNO3 (Merck, GR, 65%)

 3.2. 10 M HNO3

 3.3. 8 M HNO3

 3.4. H2O2 (Merck, GR, 30%)

 3.5. 9 M HCl-0.05 M NH4I 

 3.6. 진한 HCl (Merck GR, 37%)

 3.6. 0.5 M HCl 

 3.7. AG 1×8 MP-1 음이온교환수지 (Bio-Rad, chloride form, 200～400 mesh)

 3.8. Polyethylene disposable transfer pipette (SAINT-AMAND, U.S.A., 안지름: 

     7 mm)

 3.9. 액체섬광계수용 플라스틱 바이알 (2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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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3.10.1. 250 mL의 용량 비커에 50 g의 AG 1×8 MP-1 음이온교환수지를 넣고 

100 mL의 8 M HNO3으로 3 회 씻는다.

  3.10.2. 증류수로 중성이 될 때까지 씻은 후 0.05 M HNO3에 보관한다.

  3.10.3. Polyethylene disposable transfer pipette의 bulb 끝을 잘라 내고 안지름 7 

mm 부분에만 음이온교환수지를 채울 수 있도록 분리관의 끝을 개조한다.

  3.10.4. 유리솜으로 분리관의 끝을 막고 준비한 음이온교환수지를 증류수에 풀어서 

25 mm 높이까지 (충전부피: 1 mL) 흘려 넣는다.

  3.10.5. 수지층 위를 유리솜으로 얇게 막은 후 5 mL의 8 M HNO3을 통과시킨다. 

  3.10.6. 분리관을 보관할 경우에는 증류수로 질산을 완전히 세척한다.

 3.11. 열이온화질량분석기 (TI-Mass spectrometer)

 3.12. 알파분광분석기 (Alpha-spectrometer)

4. 분석과정

 4.1. Pu 및 Np의 분리, 정량

  4.2.1. Pu(IV)와 Np(IV) 산화상태로 조절하기 위해 시료 용해용액에 0.7 mL의 

H2O2를 가하고 5～7 일 방치한다.

  4.2.2. 5 mL의 8 M HNO3으로 전처리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아래에 무게를 

알고 있는 20 mL 용량의 액체섬광계수용 플라스틱 바이알을 놓고 산화수

를 조절한 시료 용해용액을 분리관에 흘려 넣는다.

  4.2.3. 1 mL의 8 M HNO3으로 비커를 3 회 세척하여 분리관에 넣는다.

  4.2.4. 7 mL의 8 M HNO3을 통과시켜 U, Am, Cm 및 핵분열생성물을 용리, 회수

한 후 “U, 241Am, 244Cm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분석”을 위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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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계속해서 분리관 아래에 10 mL의 용량 플라스크 놓고 3 mL의 9 M 

HCl-0.05 M NH4I 용액을 통과시킨다. 

  4.2.5.  2 시간 경과한 후 7 mL의 9 M HCl-0.05 M NH4I를 통과시켜 Pu을 

용리, 회수한다.  

  4.2.6. 1 mL의 Pu 용리액을 10 mL 비커에 취한 다음 백열등 아래에서 증발 건

조시킨 후 “열이온화 질량분석법에 의한 Pu의 정량절차”에 따라 정량한다.

  4.2.7. 계속해서 분리관 아래에 10 mL의 용량 플라스크 놓고 10 mL의 0.5 M  

 HCl을 통과시켜 Np을 용리, 회수한다.  

  4.2.8. 10 mL의 Np 용리액을 20 mL 비커에 옮긴 다음 백열등 아래에서 증발 

건고시킨 후 “알파분광법에 의한 237Np, 239Pu, 241Am 및 244Cm 분석절

차”에 따라 237Np을 정량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LiCl 용융염 시료중 Pu 농도 (μg Pu/g LiCl 용융염) 

    열이온화 질량분석법에 의한 Pu 정량절차 참조

 5.2. LiCl 용융염 시료중 237Np의 양 (μg Np/g LiCl 용융염)

  = I237/26.1 × (100/Eff) × (100/Fsep) × (100/Fdep) × (1/WLiCl)

    I237:  10 mL의 Np 용리액에 함유된 237Np의 알파방사능 측정값(Bq)

    Eff: 알파계측 효율 (%)

    Fsep: Np 이온교환분리 회수율 (%)

    Fdep: Pu의 전기전착 회수율 (%)

    26.1 Bq/μg: 237Np의 알파 비방사능 

    WLiCl: LiCl 용융염 시료 무게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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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차범위

    상대표준편차 (RSD)는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최종 측정에서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8. 참고문헌

 8.1. 서무열, 이창헌, 김정석, 손세철, 박영재, 김원호, “질산용액에서 넵투늄 산화상

태 조절”, KAERI/TR-235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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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LiCl 용융염 시료에 미량 함유되어 있는 U, Am, Cm 및 핵분열생성물 (Cs, Sr, 

Ba, Cd, La, Ce, Pr, Nd, Sm, Eu, Gd, Y, Zr, Mo, Ru, Pd, Tc)을 LiCl 매질 및 

성분원소 및 핵종 상호간의 분광학적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음이온교환수지법, 양

이온교환수지법 및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로 개별 또는 군으로 분리한 후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 분광분석법 (ICP-AES)과 알파분광분석법으로 정량한다.  

 

2. 적용범위

    Sr, Ba, Cd, La, Ce, Pr, Nd, Sm, Eu, Gd, Y, Zr, Mo, Ru, Pd 및 U은 방사성 

시료의 분석이 가능한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0.1 ㎍/mL 이상의 농

도 범위에서 상대표준편차 5% 이하의 분석이 가능하다. 241Am과 244Cm은 알파분광

분석법으로 2 Bq 이상의 농도범위에서 상대표준편차 5% 이하의 분석이 가능하다.

3.  시약 및 기구

 3.1. ICP-AES 표준용액 (1,000 mg/L)

 3.2. 진한 HNO3 (Merck GR, 65%) 

 3.3. 8 M HNO3

 3.4. 10 M HNO3 

 3.5. 진한 HCl (Merck GR, 37%)

 3.6. 묽은 HCl (1:1 v/v)

 3.7. 0.5 M HCl

 3.6. 2-(di-ethylhexyl)phosphoric acid (HDEHP, Ald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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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n-Hexane (Merck GR)

 3.8. HDEHP/Hexane 혼합액 (50:75, v/v)

 3.9. Diethylenetriaminepentaacetic acid (DTPA, Aldrich)

 3.10. Lactic acid (85～90%, Tedia company, U.S.A.)

 3.11. AG 1×8 음이온교환수지 (Bio-Rad, chloride form, 200～400 mesh) 

 3.12. AG 50W×12 양이온교환수지 (Bio-Rad, hydrogen form, 200～400 mesh)

 3.13. XAD-XVI (100～200 mesh); Amberlite XAD 16 (Aldrich, 50 mesh)를 분

쇄한 후 100～200 mesh 규격의 체를 사용하여 고른다.  

 3.14. Polyethylene disposable transfer pipette (SAINT-AMAND, U.S.A., 안지

름: 4 mm)   

 3.15. Extract clean reservoir (Alltech, Part No: 210-104, 안지름: 9 mm)

 3.16. 액체섬광계수용 유리 바이알 (20 mL)  

 3.17. Cs, U, Sr, Ba, Cd, La, Ce, Pr, Nd, Sm, Eu, Gd, Y, Am, Cm 및 Zr 분리, 회

수용 양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3.17.1. 250 mL의 용량 비커에 50 g의 AG 50W×12 양이온교환수지를 넣고 

100 mL의 묽은 HCl(1:1 v/v)으로 3회 씻는다.

  3.17.2. 증류수로 중성이 될 때까지 씻은 후 0.1 M HCl에 보관한다.

  3.17.3. Polyethylene disposable transfer pipette의 용출구를 유리솜으로 막고 준

비한 양이온교환수지를 증류수에 풀어서 50 mm 높이까지 흘려 넣은 후 

유리솜으로 얇게 막는다.

  3.17.4. 5 mL의 0.5 M HNO3을 통과시켜 분리관을 전처리한다.

 3.18. Mo 및 Cd 분리, 회수용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3.18.1. 250 mL 부피의 비커에 50 g의 AG 1×8 음이온교환수지를 넣고 100 

mL의 묽은 HCl(1:1 v/v)으로 3회 씻는다.

  3.18.2. 증류수로 중성이 될 때까지 씻은 후 0.1 M HCl에 보관한다.



- 395 -

LiCl 용융염 중 성분원소 정량   제정일자: 2003. 1. 

15.

 개정일자:    .  .  .

 개정번호:    0

 쪽 번 호:   3/8

U, 241Am, 244Cm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분석

  3.18.3. Polyethylene disposable transfer pipette 끝을 유리솜으로 막고 (두께: 15 

mm) 준비한 음이온교환수지를 증류수에 풀어서 15 mm 높이까지 흘려 넣

은 후 유리솜으로 막는다 (두께: 15 mm). 

  3.18.4. 5 mL의 3.5 M HCl을 통과시켜 분리관을 전처리한다.

 3.19. Ru, Rh 및 Pd 분리, 회수용 양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3.19.1. 250 mL 부피의 비커에 50 g의 AG 50W×12 양이온교환수지를 넣고 

100 mL의 묽은 HCl(1:1 v/v)으로 3회 씻는다.

  3.19.2. 증류수로 중성이 될 때까지 씻은 후 0.1 M HCl에 보관한다.

  3.19.3. Extract clean reservoir (내경 9 mm)의 용출구를 유리솜으로 막은 다

음 polyethylene 재질의 거르게를 넣고 준비한 양이온교환수지를 증류수

에 풀어서 50 mm 높이까지 흘려 넣은 후 거르게로 막는다.

  3.19.4. 10 mL의 0.2 M HCl을 통과시켜 분리관을 전처리한다.

 3.20. Am 및 Cm 분리, 회수를 위한 HDEHP/XAD-XVI 흡착제 제조 및 분리관 준비

  3.20.1. 마개달린 250 mL 용량의 유리용기에 XAD-XVI(100～200 mesh) 10 g과 

100 mL의 HDEHP/Hexane 혼합액 (50:75, v/v)을 넣고 하룻밤 방치한다.  

  3.20.2. XAD-XVI 입자가 부유하고 있는 상등액을 혼합액을 사용하여 2～3번 제

거한 후 혼합액을 미리 적신 거름종이 위에서 거른다. 

  3.20.3. 가능한 신속하게 거른 후 알루미늄지 위에 펴놓고 적외선 등 아래에서 

건조시킨 다음 무게변화가 거의 없을 때까지 진공오븐에 방치한 후 마개

달린 용기에 보관한다 (2 mmole HDEHP/g). 

  3.20.4. Polyethylene disposable transfer pipette (안지름 4 mm)의 밑부분을 유

리솜으로 막고 HDEHP/XAD-XVI 350 mg을 넣는다. 

  3.20.5. 유리봉으로 가볍게 두드려서 흡착제가 균일하게 충전되도록 한 다음 끝부

분을 유리솜으로 막고 유리봉으로 가볍게 눌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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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6. 연동펌프를 사용하여 가장 느린 흐름속도로 분리관의 용출구로부터 증류

수를 흘려 넣어 흡착제 사이에 차있는 공기를 제거하고 분리관을 안정하게 

한다.   

  3.20.7. 증류수를 3 mL 통과시키고 (흐름속도: 약 18 분/mL) 사용전에 3 mL의 

0.1 M HNO3을 흘려 넣는다 (충전높이: 48 mm).  

 3.21. 0.05 M DTPA/0.5 M lactic acid (pH 3.0) 

  3.21.1. 2.5 M lactic acid: 마개달린 용기에 129 g의 lactic acid와 250 mL

의 증류수를 85 ℃에서 2 일간 방치시켜 생성된 lactone을 가수분해시

키거나 해중합시킨 다음 증류수로 500 mL 되게 한다.    

  3.21.2. 0.25 M DTPA (pH 3.4); 50 g의 DTPA를 취하여 350 mL의 증류수가 

들어 있는 비커에 넣고 진한 암모니아수를 서서히 가하여 용해시킨 다음 

증류수로 500 mL 되게 한 후 걸러서 사용한다. 

  3.21.3. 150 mL의 용량 비커에 20 mL의 2.5 M lactic acid와 20 mL의 0.25 

M DTPA를 넣고 20 mL의 증류수를 추가한다.   

  3.21.4. 자석 젓게 막대로 저어주면서 묽은 암모니아수로 pH가 3.0이 되도록 조절

한 다음 증류수로 100 mL 되게 한다. 

4. 분석과정

 4.1. Cs, U, Zr 분리 및 정량 

  4.1.1. “Pu 및 Np 정량분석” 과정의 4.2.4.에서 회수한 용출액의 무게를 측정한다.  

  4.1.2. 용출액을 무게로 3 등분한 후 각각을 20 mL 용량의 유리 비커에 취한다.

  4.1.3. 백열등 아래에서 증발 건고한 후 2 mL의 진한 HCl을 넣어 용해시킨다.

  4.1.4. 4.1.3. 과정을 2 회 더 실시한 다음 pH 용지로 잔류 산이 없음을 확인한다. 

  4.1.5. 3 mL의 0.5 M HCl으로 용해한 후 양이온교환수지 분리관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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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20 mL 용량의 유리 비커를 분리관 아래에 놓고 시료용액을 분리관에 흘

려 넣는다. 

  4.1.7. 시료용액이 분리관을 완전히 통과하면 1 mL의 0.5 M HCl으로 비커를 2

번 씻어 넣는다. 

  4.1.8. 2 mL의 0.5 M HCl을 5 번 통과시키고 용출액을 모아 “Mo 및 Cd 용리, 

회수용 시료용액”으로 사용한다. 

  4.1.9. TotalCs을 정량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분리관 아래에 20 mL의 용량 플라

스크를 놓고 18 mL의 0.6 M HCl을 통과시켜 Cs을 용리, 회수한다.

  4.1.10. TotalCs은 “화학분석․시험절차서의 고온도로 원자흡수분광법 (CAM-002) 및 

불꽃 원자방출분광법 (CAM-003)"에 따라 정량하며 137Cs은 “감마선분

광분석법에 의한 137Cs 정량절차”에 따라 정량한다. 

  4.1.10. 계속해서 분리관 아래에 10 mL의 용량 플라스크를 놓고 10 mL의 1.5 

M HCl을 통과시켜 U을 용리, 회수한 후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

광분석법에 의한 U 및 핵분열생성물의 정량절차”에 따라 U을 정량한다. 

  4.1.11. Cs과 U을 동시에 정량할 경우에는 4.1.9 및 4.1.10. 대신에 10 mL의 

1.5 M HCl을 통과시켜 모은다.

  4.1.12. 계속해서 2 mL의 0.1 M HCl을 통과시켜 버린 후 분리관 아래에 10 

mL의 용량 플라스크를 놓고 2 mL의 0.1 M HCl/0.02 M oxalic acid를 2 

번 그리고 2 mL의 0.1 M HCl을 1 번 통과시켜 Zr을 용리, 회수한다. 

  4.1.13. 0.1 M HCl로 채운 다음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법에 의

한 U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절차”에 따라 Zr을 정량한다.      

  4.1.14. 계속해서 분리관 아래에 20 mL 용량의 유리 비커를 놓고 15 mL의 6 

M HCl을 통과시키고 용출액을 모아 “Ba, Sr, Am, Cm, La, Ce, Pr, Nd, 

Sm, Eu, Gd 및 Y 용리, 회수용 시료 용액”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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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Mo 및 Cd 분리 및 정량 

  4.2.1. 4.1.8에서 회수한 용출액을 백열등 아래에서 증발 건고시킨 후 2 mL의 

3.5 M HCl으로 용해한다.   

  4.2.2. Mo 및 Cd 분리룔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아래에 비커를 놓고 시료 용

액을 흘려 넣는다. 

  4.2.3. 3.5 M HCl을 1 mL씩 2 번 비커를 씻어 넣는다.

  4.2.4. 3 mL의 3.5 M HCl을 통과시켜 Li 및 Rh을 용리 제거한다.

  4.2.5. 분리관 아래에 10 mL의 용량 플라스크를 놓는다. 

  4.2.6. 2 mL의 0.1 M HNO3과 6 mL의 10 M HNO3를 통과시켜 모은 후 증류

수로 표선을 맞추고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분석법에 의한 

U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절차”에 따라 Mo 및 Cd을 정량한다.    

 4.3. Ba, Sr, Am, Cm, La, Ce, Pr, Nd, Sm, Eu, Gd, Y 분리 및 정량 

  4.3.1. 4.1.14에서 회수한 용출액을 백열등 아래에서 증발 건고시킨 후 0.2 mL

의 1 M HNO3으로 용해한다.   

  4.3.2. 하룻밤 방치한 후 1.8 mL의 0.001 M HNO3을 넣고 잘 섞는다. 

  4.3.3. 전처리한 HDEHP/XAD-XVI 분리관 아래에 10 mL의 용량 플라스크를 

놓고 시료용액을 흘려 넣은 후 비커를 1 mL의 0.1 M HNO3으로 씻어 넣는다.

  4.3.4. 2 mL의 0.1 M HNO3과 1 mL의 0.001 M HNO3을 순차적으로 통과시켜 모

은 후 0.1 M HNO3으로 표선을 맞추고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

분석법에 의한 U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절차”에 따라 Ba과 Sr을 정량한다.  

  4.3.5. 계속해서 분리관 아래에 25 mL 용량의 비커를 놓고 0.05 M DTPA/0.5 

M lactic acid를 3 mL씩 2회 통과시켜 모은 후 “알파분광분석법에 의한 

237Np, 239Pu, 241Am 및 244Cm 정량절차”에 따라 정량한다.

  4.3.6. 계속해서 분리관 아래에 10 mL의 용량 플라스크를 놓고 2 및 3 mL의 6 M 

HNO3을 통과시켜 La, Ce, Gd, Nd, Eu, Pr, Sm 및 Y을 용리,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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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증류수로 표선을 맞춘 후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분석법에 

의한 U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절차”에 따라 정량한다.  

 4.4. Ru, Rh 및 Pd 분리 및 정량 

  4.4.1. 약 100 mg의 LiCl 용융염 시료를 취하여 25 mL 용량의 비커에 넣고 2 

mL 진한 HCl으로 녹인다.

  4.4.2. 열판기 위에서 완전히 증발 건고시킨 다음 잔류 산의 유무를 pH 용지로 

확인한다. 

  4.4.3. 건고물을 2 mL의 0.2 M HCl으로 용해한다.

  4.4.4. Ru, Rh 및 Pd 분리 및 회수용 양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아래에 10 mL의 

용량 플라스크를 놓는다. 

  4.4.5. 시료 용액을 흘려 넣은 후 2 mL의 0.2 M HCl으로 비커를 씻어 넣는다.

  4.4.6. 3 mL의 0.2 M HCl을 통과시켜 Ru, Rh 및 Pd을 용리, 회수한다.

  4.4.7. 0.2 M HCl으로 표선을 맞춘 후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법에 

의한 U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절차”에 따라 정량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핵분열생성물의 양은 표준용액의 방출스펙트럼 세기와 비교하여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법에 의한 U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절차”에 따라 

계산한다.  

 5.2. 241Am 및 244Cm의 양은 “알파분광분석법에 의한 237Np, 239Pu, 241Am 및 

244Cm 정량절차”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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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차범위 

    상대표준편차 (RSD)는 원소마다 각각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참고문헌 

8.1. 참조) 

7. 간섭 및 방해

    최종 측정에서 공존하는 핵분열생성물 또는 핵종간의 분광학적 간섭효과는 관

찰되지 않는다.

8. 참고문헌

 8.1. 서무열, 이창헌, 김정석, 손세철, 박영재, 김원호, “질산용액에서 넵투늄 산화상

태 조절”, KAERI/TR-2354/2003. 

 8.2. 이창헌, 서무열, 최계천, 박양순, 지광용, 김원호.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

출분광기/차폐 시스템의 특성 및 방사성 물질 분석에 대한 적용성 평가”, J.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13, 474 (2000). 

 8.3. Chang Heon Lee, Moo Yul Suh, Kwang Soon Choi, Jung Suk Kim, 

Byong Chul Song, Kwang Yong Jee, Won Ho Kim, Analytica Chimica 

Acta, 428, 13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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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LiCl 용융염 시료를 진한 HCl으로 용해시킨 후 HCl의 농도를 0.05 M로 조절

한 다음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 Tc을 선택적으로 분리, 회수하여 유도 결합 플라스

마 질량분석기(ICP-MS)로 정량한다.   

2. 적용범위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법으로 LiCl 용유염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99Tc을 

정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25 ng (0.43 nCi) 이상의 농도범위에서 상대표준편차는 

5% 이하이다. 약 50 ng의 99Tc (31.5 Bq, 0.85 nCi)을 함유하고 있는 LiCl의 측정

한계는 1 mBq (0.027 pCi)이다.

3.  시약 및 기구

 3.1. 진한 HNO3 (Merck GR, 65%)

 3.2. 0.5 M HNO3

 3.3 1 M HNO3

 3.4. 8 M HNO3

 3.5. 10 M HNO3

 3.6. 0.5 M HNO3 

 3.7. 진한 HCl (Merck GR, 37%)

 3.8. 0.05 M HCl

 3.9. 6 M HCl

 3.10. Ethanol (동양화학, 95%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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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5% NaOCl

 3.12. 99Tc 수용액 (NH4
99TcO4의 수용액)

 3.11. 99Tc 표준용액 (100 ng 99Tc/mL 0.5 M HNO3)

      99Tc 수용액을 0.5 M HNO3으로 100 ng 99Tc/mL (1.7 nCi/mL)로 묽힌다.  

 3.12. 99Tc 검정용액: 99Tc 표준용액을 0.5 M HNO3으로 묽혀서 0, 0.125, 0.175, 

0.250, 0.374 및 0.498 ng 99Tc/mL 검정용액을 10 mL씩 제조한다. 

 3.13. AG 1×8 음이온교환수지 (Bio-Rad, chloride form, 200～400 mesh)

 3.14. Polyethylene disposable transfer pipette (SAINT-AMAND, U.S.A., 안지

름: 7 mm) 

 3.15.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3.15.1. 250 mL 용량의 비커에 50 g의 AG 1×8 MP-1 음이온교환수지를 넣고 

100 mL의 6 M HCl로 3 회 씻는다.

  3.15.2. 증류수로 중성이 될 때까지 씻은 후 0.05 M HCl에 보관한다. 

  3.15.3. Polyethylene disposable transfer pipette의 bulb 끝을 잘라 내고 안지름 

7 mm 부분에만 이온교환수지를 채울 수 있도록 분리관의 끝을 개조한다.

  3.15.4. 유리솜으로 분리관의 끝을 막고 준비한 이온교환수지를 증류수에 풀어서 

2.5 cm 높이까지 (충전부피: 1 mL) 흘려 넣은 후 유리솜으로 얇게 막은 

다음 5 mL의 0.5 M HCl을 통과시킨다. 

 3.16.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기 (ICP-MS, Finnigan MAT, Germany)

4. 분석과정

 4.1. LiCl 용융염 용해

  4.1.1. 약 250 mg의 LiCl 용융염 시료를 25 mL 용량의 비커에 넣고 5 mL의 6 M 

HCl을 가한 다음 열판기 위에서 천천히 가열 용해시킨다.

  4.1.2. 백열등 아래에서 증발 건고시킨 후 5 mL의 0.05 M HCl으로 용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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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Tc 분리

  4.2.1. Ru의 산화수를 조절하기 위해 시료용액에 1 방울의 5% NaOCl을 가하

고 10 분간 방치시킨 다음 95%(v/v) ethanol을 1～2 방울 가한다. 

  4.2.2. 전처리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 산화수를 조절한 시료용액을 넣고 1 

mL의 0.05 M HCl으로 비커를 3 회 세척하여 넣는다.

  4.2.5. 10 mL의 1 M HNO3을 통과시켜 악티늄족 원소 및 핵분열생성물을 세척, 

제거한다. 

  4.2.6. 분리관 아래에 10 mL의 용량 플라스크 놓고 10 mL의 10 M HNO3을 

통과시켜 Tc를 용리, 회수한다.

 4.3. Tc 측정  

  4.3.1. ICP-MS 운영절차에 따라 플라스마를 켜고 1 시간 기기를 안정시킨 다

음 KOLAS 공인화학지침서(TCI-CA-13) 및 ASTM D 5673-02와 동일

한 절차로 측정한다. 

  4.3.2. 99Tc 검정용액의 질량-99 피크세기 (cps)를 측정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한다.

  4.3.3. 0.5 mL의 Tc 용출액을 10 mL의 용량 플라스크에 취하고 증류수로 표

선까지 채운 후 질량-99 피크세기 (cps)를 측정한 다음 검정곡선을 이용

하여 99Tc의 농도를 계산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LiCl 용융염 시료중 Tc의 양(μg 99Tc/g LiCl)

   LiCl 용융염 시료중 Tc 농도(μg 99Tc/g LiCl) =  CMS × Veluate ×  1/WLiCl

      WLiCl: LiCl 용융염 시료의 무게(g)

      CMS  : ICP-MS로 측정된 Tc element의 농도(μg 99Tc/mL)

      Veluate: Tc-eluate 부피(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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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차범위

    상대표준편차 (RSD)는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최종 측정에서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8. 참고문헌

 8.1. ASTM, D 5673-02, “Standard Test Method for Elements in Water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8.2. ASTM, C 1387-98, “Standard Guide for Determination of Technetium-99 in 

Soil”.

 8.3. Suh, M. Y.; Lee, C. H.; Choi, K. S.; Song, B. C.; Park, Y. J.; Kim, W. H. 

Bull. Korean Chem. Soc. 2002, 23, 1819. "Valence Control of Technetium 

and Ruthenium for Anion Exchange Chromatographic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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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사용후핵연료 및 LiCl 용융염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초우란원소 (Np, Pu, Am 

및 Cm)를 sodium hydrogen sulfate/sodium sulfate 매질에서 전착시킨 후 알파분

광분석법으로 정량한다.  

2. 적용범위

    사용후핵연료와 LiCl 용융염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237Np, 241Am 및 244Cm을 

전착시킨 후 알파분광법으로 정량하며 각 핵종의 농도가 약 1 Bq 이상이어야 한다. 

HDEHP-추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관에서 Am과 Cm을 분리, 회수하기 위해 사용된 

착화제 (DTPA 및 Lactic acid)가 함유되어 있는 시료용액에 적용된다.

3. 시약 및 분석장치

 3.1. 시약

  3.1.1. NaHSO4 (Extra pure, Junsei Co.) 

  3.1.2. Na2SO4 (Merck GR)

  3.1.3. 0.1 M NaHSO4-0.53 M Na2SO4  

  3.1.4. 진한 H2SO4 (Merck GR, 98%)

  3.1.5. 진한 HClO4 (Merck GR, 60%)

  3.1.6. 진한 HNO3 (Merck GR, 65%)

  3.1.7. 진한 NH3 (Merck GR, 25%)

  3.1.8. Diethylenetriaminepentaacetic acidd (DTPA, Aldrich Chem. Co)

  3.1.9. 237Np  표준용액 (2M HNO3) 832 kBq/g, DAMRI, France

  3.1.10. 239Pu 표준용액, 41.59 kBq/5 g, North America Scientific Inc. 

  3.1.11. 241Am 표준용액, 1.27 µci/5.0379 g, North America Scientific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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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2. 244Cm 표준용액, 10 µci/5.0297 g, North America Scientific Inc. 

  3.1.13. 237Np working solution, 16.64 Bq/mL

  3.1.14. 239Pu working solution, 8.188 Bq/mL

  3.1.15. 241Am working solution, 약 20 dps/mL

  3.1.16. 244Cm working solution, 약 20 dps/mL

  3.1.17. Mixed nuclide standard source(241Am, 244Cm, 239Pu, 3.28 x 105 

        dps, 1986. 7. 1 현재), Amersham Co, UK

 3.2. 분석장치

  3.2.1. Alpha-spectrometer (EG&G/ORTEC, Alpha-King module) with        

       300 mm2 silicon  surface barrier detector

  3.2.2. Gross alpha counting system (Erberline Instrument Corporation)   

       with a Plastic scintillator and Mini-scaler

  3.2.3. 전착장치 (그림 3 참조): polyethylene 전착셀 (안지름 2 cm x 높이 8 

cm), SS 재질의 전착 planchet (지름: 2.54 cm x 두께: 0.5 mm), 백금 전

극 및 금속재질의 받침대

  3.2.4. Constant power supplier (max. 50V, 3A)

  3.2.5. pH meter, Tacussel 사의 Mninsis 6000 model.

4. 분석과정

 4.1. 시료 희석

  4.1.1. 237Np, 239Pu, 241Am 또는 244Cm 의 농도가 각각 또는 전체 농도가 20～30 

Bq/mL 되도록 시료를 희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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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시료 전처리 (착화제가 함유되어 있을 경우)

  4.2.1. 사용후핵연료 시료 (핵종의 농도가 높을 경우) 

   4.2.1.1. 25 mL 용량의 유리 비커에 Am 또는 Cm의 회수용액 일정량 [< 1 mL 

(10～20 Bq)]을 넣는다.  

   4.2.1.2. 600 μL의 1.0 M NaHSO4와 400 μL의 진한 H2SO4를 가하고 열판기 위에서 

흰 연기가 날 때까지 서서히 가열하여 착화제를 분해한다 (온도 조절기: 3).  

   4.2.1.3. H2SO4과 NaHSO4를 포함한 기름성분의 유기물이 탄화되어 검게 될 

때까지 가열한다 (약 500 ℃, 온도 조절기: 5).

   4.2.1.4. 비커를 열판기로 부터 내려놓고 냉각시킨다. 

   4.2.1.5. 1～2 mL의 진한 HNO3와 100～200 μL의 진한 HClO4를 가한 후 

열판기 위에서 서서히 가열하고 흰 연기가 날 때 까지 점점 온도를 높인다 

(온도 조절기: 2.5～6). 

   4.2.1.6. 이 과정에서 검은 탄소성분을 완전히 날려 보낸다. 만약 시료가 투명하게 

되지 않으면 4.2.1.5의 과정을 반복한다 (HNO3과 HClO4의 양은 

착화제의 양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4.2.1.7. 최종적으로 강하게 가열하여 여분의 H2SO4를 제거한다 (약 600 C).

   4.2.1.8. 시료를 전처리한 후 잔유물은 0.4 mmole NaHSO4 와 0.1 mmole  

Na2SO4를 포함하고 있다.

   4.2.1.9. 잔유물을 4.2 mL (2.2 mL, 1.0 mL 및 1.0 mL)의 증류수로 녹여 미리 

준비한 전착쎌로 옮긴다. 

  4.2.1.10. 추가로 6.0 mL의 1.0 M NaHSO4와 5.2 mL의 1.0 M Na2SO4를 

첨가한다. 최종적으로 이 용액은 0.1M NaHSO4-0.53 M Na2SO4 용액이 

된다. 이 용액의 pH는 약 1.8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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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LiCl 용융염 시료 (핵종의 농도가 낮을 경우)

   4.2.2.1. 25 mL 용량의 유리 비커에 Am 또는 Cm의 회수용액 일정량 [약 6 mL 

(10～20 Bq)]을 넣는다.

   4.2.2.2. 열판기 (온도 조절기: 3) 위에서 증발 건조한다. 

   4.2.2.3. 계속해서 열판기의 온도 조절기를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착화제를 완전히 탄

화시킨다

   4.2.2.4. 이하 4.2.1.2～4.2.1.10 과정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4.3. 241Am 표준용액 제조 (working standard solution)

  4.3.1. 241Am 표준용액 (4.17 kBq/ml, 0.1127 μci/mL 0.1M HCl)을 준비한다.

  4.3.2. 0.1 mL의 241Am 표준용액을 25 mL 비커에 옮긴다.(417 Bq, 0.01127 μci)

  4.3.3. 2 mL의 6M HNO3을 가하고 열판기 위에서 가열하는 조작을 2회 반복한다.

  4.3.4. 잔유물을 1 mL의 0.1M HNO3으로 녹인 후 2.5 mL의 1 M NaHSO4를 가한다. 

  4.3.6. 15 분 동안 증발 건조한 다음 냉각시키고 소량의 증류수로 잔유물을 녹인다. 

  4.3.8. 25 mL의 용량 플라스크로 옮긴 후 증류수로 채운다. 

  4.3.9. 이 용액은 0.1M NaHSO4-0.53 M Na2SO4 매질이 되며, 241Am의 농도는 

16.68 Bq/mL(0.4508 nci/mL)이 된다. 

  4.3.10. 이 용액을 0.5 mL 취하여 전착에 사용한다 (8.34 Bq, 0.225 nci).

 4.4 전착

  4.4.1. Cathode (planchet) 세척

   4.4.1.1. Planchet을 비커에 넣고 acetone, methanol 및 증류수로 연속하여 

세척한다.

   4.4.1.2. 약 0.4 g의 NaOH 펠렛을 넣고 증류수 1 mL를 가하여 녹인다.

   4.4.1.3. 비커를 흔들어 NaOH가 녹을 때까지 방치한다.

   4.4.1.4. 최종적으로 증류수로 알칼리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씻는다. 

   4.4.1.5. Methanol이 담겨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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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전착과정

   4.4.2.1. Fume hood 내에 전착쎌을 조립한다 (planchet, Pt anode, 전착쎌,  cell 

holder, 받침대 등). 이때 planchet을 나사로 쎌 holder에 조립한 후 

증류수를 넣어 세는지 확인한다.  

   4.4.2.2. 전처리한 시료용액을 넣는다 (4.2.1.8). 

   4.4.2.3. 양극과 음극에 연결된 전선을 각각 constant power supplier에 연결한다.  

 

   4.4.2.4. 음극 (planchet)과 양극 (Pt)사이가 약 1 cm 떨어지게 한다. 

   4.4.2.5. 전류를 1200 mA 에 맞추고 전착을 시작한다. 전압은 초기 9.2 V에서 계속 

떨어져 최종적으로 6.8 V까지 떨어진다. 

   4.4.2.6. 1 시간 동안 전착하고, 전착이 완료되었을 때 1 mL의 25% NH4OH을 가한다.

   4.4.2.7. 1 분간 더 전착한 후 전원을 끈다.

   4.4.2.8. 전착쎌을 해체한 후 planchet를 조심스럽게 핀세트로 집어낸다.  

   4.4.2.9. 증류수와 0.1 M NH4OH로 planchet을 연속하여 세척한다.

   4.4.2.10. Planchet을 열판기 위에 놓고 5～10 분 동안 강하게 가열하여 건조한다.

   4.4.2.11. Alpha-counting 및 alpha-spectrometry를 위하여 보관한다.

 4.5. Alpha-counting 및 alpha-spectrometry

  4.5.1. Gross α-counting

   4.5.1.1. Counting efficiency 측정

    4.5.1.1.1. 계측기의 바탕값을 20 분 동안 측정한다 (cps 값). 

    4.5.1.1.2. Mixed nuclides standard source를 gross α 계측기에 넣고 5 분간 

계측한다.

    4.5.1.1.3. 측정값의 cps 값에 바탕값을 공제하여 계측기의 측정효율을 계산한

다.  이때 표준선원 중 244Cm의 반감기(18.1 y)를 현재시간으로 보정

하여 표준선원의 방사능을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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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2. Planchet 시료중 α-방사능 측정 

    4.5.1.2.1. 핵종 (237Np, 239Pu, 241Am 및 244Cm)이 전착된 planchet을 계측기에 넣

고 20 분간 측정한다. cps를 구하고 다시 바탕값을 고려하여 dps를 구한다.  

  4.5.2. Alpha-spectrometry

   4.5.2.1. Alpha-spectrometer의 계측효율 측정 

    4.5.2.1.1. Alpha-spectrometry는 개인 컴퓨터에서 Gamma Vision Program file

을 이용하여 측정조건을 입력하여 수행한다. 

    4.5.2.1.2. Alpha-Spectrometer를 켜고 진공 펌프를 가동하여 chamber 내의 압

력을 진공으로 유지시킨다 (약 20 Torr). 

    4.5.2.1.3. Mixed nuclides standard source를 넣고 진공을 유지한 다음 5000 

초 동안 계측한다. 

    4.5.2.1.4. 241Am (5.486Mev), 244Cm (5.806Mev) 및 239Pu (5.16Mev)의 피크를 

확인하고 피크의 net area 로부터 계측기의 측정효율을 구한다.  

   4.5.2.2. 시료측정

    4.5.2.2.1. 전착된 planchet을 chamber에 넣고 진공을 유지한 다음 일정 시간 

(3000～5000 초) 동안 계측한다. 

    4.5.2.2.2. 표 1에 나타난 각 핵종의 에너지를 확인하고 해당 피크의 net  

area, 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을 각각 구한다.

    4.5.2.2.3. 각 핵종 피크의 net area의 비율을 구한다. 

    4.5.2.2.4. Gross α 측정에서 구한 dps에 각 핵종의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방사능을 구한다.

    4.5.2.2.5. 표 2의 전착율을 적용하여 최종 농도를 구한다. 이때 239Pu은   

90.1%, 237Np 은 96.2%의 전착율을 각각 적용한다.

    4.5.2.2.6. 구해진 각 핵종의 방사능은 비방사능 (specific activity)을 적용하여 

무게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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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3. Alpha spectrometry와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한 총 Pu 함량 측정    

    

    4.5.2.3.1. 총 Pu을 정량할 경우는 일차로 alpha-spectrometry를 이용하여 표 

1에 나타난 Pu 동위원소의 alpha-spectrum 를 측정한다.   

    4.5.2.3.2. 239Pu (5.16Mev) 와 240Pu (5.16Mev)의 알파에너지가 겹쳐지므로 

두 핵종의 전체 알파 방사능(dps)을 측정한다.  

    4.5.2.3.3. 질량분석법으로 Pu 동위원소 비를 측정한다. 

    4.5.2.3.4. 두 핵종 (239Pu, 240Pu)의 비 (wt %)를 구한다.

    4.5.2.3.5. 표 1 의 두 핵종 (239Pu, 240Pu)에 대한 비방사능 (specific activity, Bq/μ

g)과 질량분석법에서 구한 동위원소 비를 총 방사능에 적용하여 각 핵

종의 무게를 구한다.

    4.5.2.3.6. 239Pu와 240Pu의 절대 함량을 구한다음 이 값으로 부터 질량분석법

에서 구한 각 동위원소의 비를 적용하여 각 핵종 (238Pu, 239Pu, 

240Pu, 241Pu, 242Pu)의 함량을 구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cps = counting value-background/time(sec)

 5.2. dps (Bq) = cps/counting efficiency

 5.3. Amount of nuclide(μg) = Bq/specific activity

  5.3.1. Specific activity of 237Np = 26.1 Bq/μg

  5.3.2. Specific activity of 239Pu = 2.3x103 Bq/μg

  5.3.3. Specific activity of 241Am = 1.2x105 Bq/μg

  5.3.4. Specific activity of 244Cm = 3.0x106 Bq/μg

  5.3.5. 표 2의 전착율을 적용하여 최종값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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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차범위

   본 방법의 상대표준편차는 5%(1σ) 이내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측정되는 alpha-에지와 인접하는 핵종이 간섭영향을 줄 수 있다 (표2).

 7.1. 239Pu 측정(5.10～5.16 Mev): 240Pu 포함가능 

 7.2. 241Am 측정(5.1～5.5 Mev): 241Am, 243Am, 245Cm 포함가능 

 7.3. 244Cm 측정(5.66～5.84 Mev): 244Cm, 243Cm 포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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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Alpha-energy and half life of 241Am and 244Cm isotopes

Nuclide Half life Energy

241Am 458 y 5.443 kev 13%, 5.486 kev 86%

243Am 7950 y 5.234 kev 11%, 5.276 kev 88%

242Cm 163 day 6.071 kev 26%, 6.115 kev 74%

243Cm 32 y
5.742 kev 12%, 5.786 kev 73%, 5.994 kev 6% 

6.061 kev 6%
244Cm 18.1 y 5.763 kev 23%, 5.806 kev 77%

245Cm 9300 y  5.36 Mev 93.2%, 5.30 Mev 5.0% 

  

 

            Fig. 1. Schematic diagram of electrodeposition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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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lectrodeposition yields of 241Am and 244Cm at various sample conditions

241Am  244Cm

added
(Bq)

found
(Bq)

yield (%)
added
(Bq)

found
(Bq)

yield (%)

Sample 1 8.34 7.52 90.2 13.66 13.28 97.2

Sample 2 8.34 7.88 95.5 13.66 13.37 97.9

Sample 3 8.34 7.47 89.6 13.66 13.55 99.2

Sample 4 8.34 7.65 91.7 - - -

Average 91.8±2.7 98.1±1.0

Sample 5 12.51 11.5 91.9 8.24 8.29 100.6

Sample 6 12.51 11.27 90.1 8.24 8.15 98.9

Sample 7 12.51 11.1 88.7 8.24 8.26 100.2

Sample 8 12.51 11.01 88.0 8.24 8.05 97.7

Average 89.7±1.7 99.4±1.3

Sample 9 12.51 11.95 95.5 8.24 8.15 98.9

Sample 10 12.51 11.57 92.5 8.24 8.29 100.6

Sample 11 12.51 11.59 92.6 8.24 8.3 100.8

Average 93.5±1.7 100.1±1.0

Total 91.5±2.5 99.2±1.3

 * Sample 1, 2, 3, 4: 0.1 M NaHSO4-0.53 M Na2SO4/개별핵종전착

   Sample 5, 6, 7, 8: 0.03 M DTPA-0.3 M 

LacticAcid/시료전처리/개별핵종전착

   Sample 9, 10, 11: 0.03 M DTPA-0.3 M 

LacticAcid/시료전처리/혼합핵종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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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사용후핵연료 및 LiCl 용융염 시료로부터 분리, 회수된 U과 핵분열생성물 (Sr, 

Ba, La, Ce, Pr, Nd, Sm, Eu, Gd, Y, Cd, Mo, Zr, Ru, Rh 및 Pd)을 방사성 시료

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한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기/차폐 

시스템으로 정량한다.  

2. 적용범위

    표 1에서와 같이 0.01～0.1 ㎍/mL 이상의 측정농도 범위에서 상대표준편차는 

0.1～5%이다. 

3. 시약 및 기구

 3.1. 진한 HNO3 (Merck GR, 65%) 

 3.2 1 M HNO3

 3.3. 진한 HCl (Merck GR, 37%)

 3.3. 5 M HCl

 3.4. 0.5 M oxalic acid

 3.5. Sr, Ba, La, Ce, Pr, Nd, Sm, Eu, Gd, Y, Cd, Mo, Zr, Ru, Rh 및 Pd 

ICP-AES 표준용액 (1,000 mg/L)

 3.6. 250 mL 용량 플라스크

 3.7. 고순도 아르곤; 99.999%

 3.8.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기/차폐 시스템 (Jarrell Ash, IRIS-HR,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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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기기의 구성 및 특성 

 4.1. ICP-AES/차폐 시스템은 방사성 시료 분석을 위하여 조사후시험시설 내 화

학실험실 #7410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료 도입부와 원자화 장치가 스테인 

리스 스틸 재질의 장갑상자 안에 구성되어 있다. 

 4.2. ICP-AES/차폐 시스템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5. 분석방법 

 5.1. 시스템 작동 

  5.1.1. 시스템을 작동하기 전에 조사후시험시설 외곽 (#7410 동쪽 외벽)에 설

치되어 있는 아르곤 저장소에서 아르곤을 공급한다.

  5.1.2. 시스템에 약 1 시간 정도 아르곤을 공급하여 검출기 (Charge Injection 

Device) 주변에 있는 습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5.1.3. 시스템의 컴퓨터와 프린터를 작동시킨다.

  5.1.4. 시스템의 주기기를 작동시킨다.

  5.1.5. 검출기 냉각장치를 작동시킨다 (확인: 냉각장치를 작동하기 1시간 전에 

아르곤을 반드시 공급해야 함).

  5.1.6.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실험실이 항온으로 유지되지 않으므로 분광기 상자

의 온도를 항온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약 2～3 시간 정도 워밍-업한다.

  5.1.7. 장갑상자의 내압이 1.0～1.2 H2O inch를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5.1.8. 장갑상자 안에 폴리 에틸렌 재질의 증류수 용기 (500 mL), 5 g의 NaOH 펠

렛과 20 mL의 증류수가 들어 있는 방사성 폐액 용기 (500 mL)를 넣는다.

  5.1.9. 맹검액, 표준용액 및 휴지를 넣는다.

  5.1.10. 장갑상자 안에 설치되어 있는 연동펌프의 시료 주입관을 증류수 용기

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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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1. 연동펌프의 방사성 폐액 배출관을 방사성 폐액용기에 넣는다.   

  5.1.12. 약 3 시간 후 컴퓨터 통제 프로그램의 “ThermoSPEC/CID Analysis 

Main Menu"에서 "Plasma Control Panel"을 클릭하고 플라스마를 

”Ignition"시킨다.

  5.1.13. 주기기의 percent multimeter가 1P에서 56을 지시하는지 확인한다.

  5.1.14. 플라스마가 커지면 연동펌프가 작동되며 “Plasma Setting"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R.F. Power 1150 watts

Auxiliary Flow 1.0 L/min

Nebulizer Flow 30.06 psi

Pump Rate 100   

  

  5.1.15. 장갑상자 안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성 배기가스 배출용 HEPA 필터와 장

갑상자 밖에 설치되어 있는 HEPA 필터 연결관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온도계가 “실내온도 + 25 ℃”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5.2. 시료주입장치 최적화 

  5.2.1. 플라스마를 “Ignition"한 후 30분간 워밍-업하는 동안 "Pump Rate"를 0

으로 조절하고 시료주입속도를 최적화한다.

  5.2.2. “Pressure Platen Catridge"의 ”Pressure Control Lever"를 해체시켜 증

류수가 아르곤의 흐름에 의해서 nebulizer로 주입되도록 한다.

  5.2.3. “Spary Chamber" 안에 안개가 차는 것을 관찰하면서 ”Pressure 

Control Lever"를 한 클릭씩 증가시켜 시료주입관을 가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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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Spary Chamber" 안의 안개가 사라지면 ”Pressure Control Lever"를 

한 클릭 더 증가시키고 동시에 방사성 폐액 배출관이 장착되어 있는 

“Pressure Platen Catridge"의 ”Pressure Control Lever"를 한 클릭 더 

증가시킨다. 

  5.2.5. “Plasma Setting"의 "Pump Rate"를 다시 100으로 고정시킨다.

 5.3. 측정방법 (이후 Method) 찾기  

    “ThermoSPEC/CID Analysis Main Menu"에서 ”Method"를 클릭한 후 분석대

상 원소에 따라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Method" 및 ”Open"을 클릭하여 측정

방법을 선택한다 (필요한 경우 Method를 만든다).

 

분석원소 Method

Ba, Sr, Cd FPS-ALK

Ce, La, Eu, Gd, Pr, Nd, Y, Sm FPS-LN

Ru, Rh, Pd, Mo, Te Insoluble-1

Mo, Zr Insoluble-2

Ru, Rh, Pd, Mo, Te Soluble-1

 5.4. 파장 확인  

  5.4.1. 분석하고자 하는 성분원소들로 이루어진 5 mg/L 농도의 ITS(ICP Test 

Solution)를 분무기에 주입한다.  

  5.4.2. “ThermoSPEC/CID Analysis Main Menu"에서 ”Run"을 클릭하고 다음

과 같이 지정한다.

Sample name 임의

Autostore Check

# repeat 1

Sample flush tim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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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 "Run"을 클릭하고 일정 시간(자외선 영역: 30 초, 가시선 영역: 5초) 경

과 후 측정결과가 나타나면 모니터 위에 커서를 놓고 클릭한다. 

  5.4.4. 또는 “Set Up", “Element Preferences" 및 ”Subarray"를 차례로 클릭하

면 각 원소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Subarray Plot"이 모니터에 나타난다. 

  5.4.5. 파장의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바탕값을 보정한다.  

 5.5. 표준화(Standardization)  

  5.5.1. “ThermoSPEC/CID Analysis Main Menu"에서 ”Run" 및 ”Standardization"을 클

릭한다.

  5.4.2. 시료와 같은 매질의 바탕용액 (표 2)을 넣고 모니터에 “Blank"가 활성

화 되면 ”OK"를 클릭한다.

  5.5.3. 계속해서 시료와 같은 매질의 표준용액(표 2)을 넣고 모니터에 “Standard"

가 활성화되면 ”OK"를 클릭한다. 

  5.5.4. 모니터에 표준화 상수가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문구가 나타나면 “OK"를 

클릭한다. 

 5.6. 시료용액 분석

  5.6.1. “ThermoSPEC/CID Analysis Main Menu"에서 ”Run" 및 "Unknown"을 

클릭한다.

  5.6.2. Sample name을 기록한다.

  5.6.3. "#repeat"를 3으로 "Sample flush time"을 10초로 선택한다.

  5.6.4. 준비된 시료용액으로부터 핵분열생성물의 농도를 측정한다.

 5.7. 분무기 세척, 폐기물 처리 및 기기 정리

  5.7.1. 검출기 냉각장치를 끄고 시각을 기록한다.   

  5.7.2. 분석이 완료된 후 증류수를 약 30 분간 통과시켜 분무기와 튜브에 남아 있

는 방사성 물질을 씻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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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3. 증류수로 장갑상자 내부를 제염한 후 방사성 폐액 용기와 쓰레기를 비

닐 봉투에 모은다. 

  5.7.4. 방사성 폐기물 배출구로 폐기물을 꺼내고 새로운 비닐 봉투를 장착시킨다.  

  5.7.5. Main 스윗치, PC 및 프린터를 끈다.  

  5.7.5. 검출기 냉각장치를 끈 후 약 90～120 분이 경과하면 아르곤 공급장치를 잠근다.  

6. 계산 및 결과표시

 6.1. U 및 핵분열생성물의 양은 표준용액의 방출스펙트럼 세기와 비교하여 계산한다.  

 6.2. 시료 내 U 및 핵분열생성물의 농도 (㎍ FP/g LiCl sample)

    ㎍ U (FPs)/g LiCl sample = A×B/W  

    A: ICP-AES/Shielding System으로 측정된 U (FPs)의 농도 (㎍/mL)

    B: U (FPs) 용출액 부피 (mL),  WLiCl: 채취한 시료의 무게 (g)

7. 오차범위 

    상대표준편차 (RSD)는 원소마다 각각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8. 간섭 및 방해

   최종시료에 공존하는 핵분열생성물간의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9. 참고문헌 

 9.1. 이창헌, 서무열, 최계천, 박양순, 지광용, 김원호.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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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13, 47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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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Specification of ICP-AES/Shielding System 

A. Plasma source 

Frequency, MHz 27.12±0.01%

Rf power, w 1150 

Reflected power, w < 5 

B. Sample introduction system

Nebulizer Concentric glass

Spray chamber Cyclon glass

Argon gas flow rates

- Coolant, L/min 14 

- Auxiliary, L/min 1.0 

- Nebulizer, L/min 0.81 

Sample uptake rate, mL/min 1.85 

C. Spectrometer   

Type Echelle cross dispersion

Focal length, mm 381

Grating, grooves/mm 52.6 

Wavelength range, nm 175～800 

Resolution < 0.005 nm at 200 nm

< 0.009 nm at 400 nm

< 0.012 nm at 600 nm

D. Detector

Charge injection device 262144 arrays



- 423 -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 분석법에 

의한 U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

 제정일자: 2003. 8. 

27.

 개정일자:

 개정번호:    0

 쪽 번 호:   8/8

Table 2. Preparation of blank and standard solutions 

ST

Name
Element

Blank(250 mL) Standard(250 mL)
Added 
reagentmg/L

Added, 
mL

mg/L Added, mL

FPS-ALK

Ba 0 0 3 0.75

1 M HNO3, 25 mLSr 0 0 1 0.25

Cd 0 0 1 0.25

FPS-LN

La 0 0 2 0.5

14.4 M HNO3, 52 
mL

Ce 0 0 3 0.75

Pr 0 0 1 0.25

Nd 0 0 5 1.25

Sm 0 0 1 0.25

Eu 0 0 1 0.25

Gd 0 0 1 0.25

Y 0 0 1 0.25

Insoluble-1
Mo 0 0 3 0.75 0.5 M oxalic acid

45 mL +
1 M HNO3, 2.5 mLZr 0 0 3 0.75

Insoluble-2

Ru 0 0 3 0.75

5 M HCl, 25 mL

Rh 0 0 1 0.25

Pd 0 0 2 0.5

Te 0 0 1 0.25

Mo 0 0 3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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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LiCl 용융염 시료로부터 분리, 회수한 TotalPu을 열이온화질량분석기를 사용하여 정

량하는 방법이다. 

2. 적용범위

    LiCl 용융염에 함유되어 있는 Pu의 동위원소비 측정 및 정량에 적용되며 측정한

계는 10 ng이다.

3. 기기 및 시약

 3.1. 열이온화질량분석기 (Finnigan MAT 262)

 3.2. 242Pu 표준 동위원소 용액(spike): (3.8060±0.0057)․10-5mol 242Pu/Kg 용액

 3.3. 화학저울: 고정밀 화학저울 (Mettler AT200)

 3.4. 1 M HNO3

 3.5. Double Re-필라멘트  

 3.6. Sample deposit kit 및 열판기

 3.7. 진동 혼합기 (Barnstead/Thermolyne, Type 16700)

4. 분석과정

 4.1.  242Pu 첨가(spiking)

  4.2.1. “Pu 및 Np 정량분석 절차서”의 4.2.6.에서 준비된 시료용액 일정량 (Pu 2 

ng 함유)을 2 mL 용량의 비커에 취하고 다른 하나의 비커에는 정확하게 무

게로 취해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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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2 개의 비커중 정확하게 무게로 취한 비커에는 스파이크 (242Pu 표준 동위

원소) 용액을 정확히 무게로 취해 넣는다. 

  4.2.3. 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시료와 스파이크 용액이 완전히 섞이도록 한다.  

  4.2.4. 2 개의 비커를 열판기 위에 놓고 서서히 증발 건조시킨다.

  4.2.5. 3～5 방울의 1 M HNO3으로 용해하고 질량분석 시료용액으로 사용한다. 

 4.3. 필라멘트 탈기체 (baking)

  4.3.1. 한 줄(bank)에 single filament는 6 개, double filament는 4 개 이상이 되

도록 하고 탈기체할 필라멘트 수가 15 개 이하일 경우는 빈자리에 

short-circuit"를 끼운다.

  4.3.2. 진공도가 5x10-5 mbar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다렸다가 좌, 우 전류스위치를 

켜고 IONIVAC 게이지를 보면서 current dial을 1.5 A 까지  서서히 올려 

준다.

  4.3.3. 주어진 current에서 timer에 의해 정해진 시간동안 baking이 진행되면 자

동으로 멈추게 되는데, 이 때 dial을 zero로 돌려놓는다. 

  4.3.4. 탈기체가 끝나면 약 1 시간 정도 식힌 후 진공을 해제시키고, 필라멘트를 

꺼내어 깨끗한 장소에 보관 사용한다. 

  

5. 질량분석

 5.1. 질량분석을 위한 시료 점적

  5.1.1. 시료준비 예열 장비에 필라멘트를 장착하고 피펫-팁을 사용하여 필라멘트 

중앙에 Pu이 약 10 ng 정도 점적되도록 시료용액 1～2 μL를 취한다.  

  5.1.2. 점적된 필라멘트 스위치를 올리고, 중앙에 있는 전류 스위치를 천천히 돌려 

0.7 A에서 건조시킨다.

  5.1.3. 다시 2 A까지 서서히 올려 약 10 초 정도 기다렸다 전류스위치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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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질량분석

  5.2.1. 필라멘트는 double type으로 증발 필라멘트 (E.F.)와 이온화 필라멘트 

(I.F.)로 사용된다 (시료는 증발 필라멘트에 점적되어 있다). 

  5.2.2. I.F. current를 서서히 증가 시켜 3 A까지 올리고 E.F.를 0.5 A로 고정한다.

  5.2.3. Pu 동위원소를 측정하기 전에 Re-187 ion beam을 조절하여 Pu 동위원

소 측정 조건을 최적화한다. 

  5.2.4. 진공도를 살피면서 I.F.를 5.5 A로 올려놓고, E.F.를 0.2 A/min. 속도로 

증가시킨다. 

  5.2.5. E.F.의 current는 ion intensity를 감안하여 조절한다.

  5.2.6. 준비된 Pu 필라멘트를 시료 barrel에 장착한 후 이온화 상자에 넣고 진공도

가 10-7 mbar 이하를 유지하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5.2.7. 극미량 시료의 동위원소 비 측정은 SEM (secondary electron multiplier) 

검출기를 사용하여 238Pu-239Pu-240Pu-241Pu-242Pu 순으로 peak jumping 

method (software: Finnigan MAT ver. 4.4)로 동위원소 비를 측정한다. 

  5.2.8. Pu의 동위원소비가 높은 동위원소는 Faraday Cup을 사용하고 비가 낮은 

동위원소는 SEM 검출기를 사용하여 한 불럭당 10 회씩 3 불럭을 측정하

여 통계적인 값을 얻는다.

  

6. 계산 및 결과표시

 6.1. Pu 동위원소 비는 질량분석기의 전산 프로그람에 의해 자동적으로 통계적 데이터 

(무게%, atom%. ratio 등)를 생산하게 된다. 

 6.2. 동위원소 희석 질량분석법에 의한 Pu의 양은 다음 계산식에 의해 동위원소 비 

측정값으로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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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x : 시료 중  Pu 농도

    Cy : 스파이크  Pu 농도 

    Mx : 시료 중  Pu 평균원자량

    My : 스파이크 중 Pu 평균원자량

    Wy : 스파이크 취한 무게

    Wx : 시료 중 취한 무게

    Ry : 스파이크 중  Pu-242/Pu-239 

    Rb : 섞은 시료 중 Pu-242/Pu-239 

    Rx : 시료 중 Pu-242/Pu-239

  ∑xRi : 시료 중 Pu-239를 포함한 각 동위원소비의 합

  ∑yRi : 스파이크 중 Pu-239를 포함한 각 동위원소비의 합

7. 오차범위

 7.1. 플루토늄 동위원소 비 측정       

  7.1.1. 정밀도: 열이온화 질량분석 동위원소 측정에서 높은 정밀도와 정확도를 위

해 별도로 고려해야 할 인자들을 찾아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는 측정 조

건이 엄격히 통제되는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7.1.2. 정확도: 한 동위원소 비 측정에서 정확도는 고도로 순수하게 분리된 동위원

소들을 이상적 조건 아래서 섞은 정도이며, 단일 동위원소 비 측정일 경우 

정확도는 상대 오차, 0.03～0.07% 범위에 얻어진다. 합성 표준물을 사용하

여 잘 검정된 실험실에서 핵연료로부터 추출된 Pu 동위원소비 측정의 경우

는 정확도 0.1～0.2%의 값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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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간섭 및 방해

    일반적으로 동중원소만 배제한다면 특별히 방해요인은 없다. 분리과정 중 238U의 

질량이 238Pu의 질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241Am의 질량 또한 241Pu의 질량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심한 분리

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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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U, 241Am, 244Cm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분석절차에 따라 LiCl 용융염 시료로부

터 분리된 Cs을 동일한 표준선원과 일정시간 감마선을 계측하여 137Cs 감마선 스펙

트럼을 얻고 137Cs의 비방사능으로부터 양을 결정한다. 

2. 적용범위

    감마선 다중채널분광분석기에 의하여 LiCl 용융염에 함유되어 있는 137Cs을 측

정하는 방법으로서 10 pCi/L 이상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3. 시약 및 기구

 3.1. 혼합산 (10 M HNO3 + 4 M HCl)

 3.2. 20 mL P.E.병 및 초자기구

 3.3. 방사선 방호장비 및 survey meter (γ-방사선 측정용)

 3.4. 방사능표준물질(20 mL P.E. type, 혼합감마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5. 감마선 다중채널분광분석기 (HPGe 검출기, ADCAM 100 EG & G ORTEC)

 3.6. Gamma-vision S/W(EG & G ORTEC)

  

4. 분석과정

 4.1. 시료 준비

  4.1.1. “U, 241Am, 244Cm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분석 절차서”의 4.1.7.～4.1.9.에서 

얻은 Cs 분리 용출액 1 mL를 취하여 10 mL의 용량 플라스크에 넣고 1 M 

HNO3으로 채운다. 

  4.1.2. 희석액 1 mL를 survey meter로 선량률이 10 mR/hr 이내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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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3 개의 20 mL 용량 플라스크에 희석용액을 0.1 mL씩 넣고 증류수로 채운다.

  4.1.4. 20 mL 용량의 P.E. 병에 시료를 옮기고 glove box에서 꺼낼 때 비닐-백에 

넣고 밀봉한다.

 4.2. 감마선 분광분석기의 구동

  4.2.1. 감마선 다중채널분광분석기 (MCA)의 HPGe 검출기는 액체질소로 8 시간 이

상 냉각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검출기는 납 차폐체로 둘러싸서 외부로부터 방

사능을 차폐할 수 있도록 한다.

  4.2.2. 감마선 다중채널분광분석기의 Nim Bin 전원 스위치를 켜고 H.V를 서서히 

2,300 V까지 올린다.

  4.2.3. LN2 모니터가 작동하든지 H.V. Inhibitor가 작동하면 액체질소를 채워 넣고 

8 시간 후에 다시 작동시킨다. 

  4.2.4. PC를 켜서 Gamma-vision S/W(EG & G ORTEC)를 구동시키고 MCA로 

spectrum file을 받을 준비를 한다.

 4.3. 표준선원을 이용한 MCA의 감마선 에너지 보정 

  4.3.1. 표준방사능물질 (20 mL, P.E type, 표준과학원)을 HPGe 검출기 상단 10 cm 

위치에 올려놓고 3,000 초 동안 감마선 스펙트럼을 측정한다.

  4.3.2. 표준선원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체널로부터 MCA 체널당 에너지를 정한다.

 4.4. 표준선원을 이용한 검출기 계측효율 보정

  4.4.1. 측정할 시료와 같은 기하학적 구조를 갖는 표준선원 용액을 검출기 상단에 

10 cm 위에 올려놓고 3.000 초 동안 감마선 스펙트럼을 측정한다. 

  4.4.2. 표준선원의 각 감마선 피크로부터 면적을 구하여 감마선 에너지에 따른  계

측효율 보정곡선을 구한다.

 4.3. 시료 측정

  4.3.1. 시료를 검출기 상단에 올려놓고 불감시간이 10% 이내가 되도록 시료의 방사

능 양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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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시료를 검출기 상단 10 cm 위치에 올려놓고 3000초 동안 계측하여       

  감마선 스펙트럼을 얻는다.

  4.3.3. 시료의 스펙트럼으로부터 바탕값을 빼준 후 software의 master Lib.를 이

용하여 스펙트럼에 나타난 137Cs을 확인한 다음 피크 면적으로부터 방사능

을 계산한다.

  4.3.4. 전 과정은 Gamma-vision S/W에서 단계적으로 수행되며 최종적으로 137Cs

의 방사능을 Bq/mL로 출력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EG & G ORTEC Gamma-vision S/W로 자동 계산된다.

6. 오차범위

    상대표준차 (RSD)는 3%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U, 241Am, 244Cm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분석 절차서”의 4.1.7.～4.1.9.에서 얻

은 Cs 분리 용출액을 대상으로 137Cs을 측정할 경우에는 간섭이 없으나, LiCl 용융

염 시료를 희석시켜 137Cs을 측정할 경우에는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분열생성물들에 의하여 불감시간이 길어지고 바탕값이 증가하므로 137Cs 방사

능을 측정하는데 오차가 커질 수 있다. 

8. 참고문헌

8.1. EG & G ORTEC사의  Gamma-vision S/W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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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aration procedure of actinides and fission  products from spent PWR 

  fue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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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aration procedure of Tc from spent PWR fue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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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aration procedure of actinides and fission products from molten salt      

    samples. REE: La, Ce, Pr, Nd, Sm, Eu, Gd,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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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aration procedure of Tc from molten salt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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