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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면수 2

 1. 연구개발목표  내용

   - Mock-up(20 kgU/batch) 공정 성능평가  최 화

   - 실험실 규모(5 kgHM/batch)의 SF 속 환 Hot Test 완료(한․러공동연구)

   - 차세 리 종합공정 고온 용융염 반응공정 기본설계 완료

 

2. 연구결과

   - 본 연구에서는 20 kgU/batch 규모의 일체형 속 환공정의 완성, 독창 인 리튬

속 회수 장치 고안, 신개념의 기화학  속 환 기술개발 등의 독창 인 성과와 

함께 한․러 공동연구로 수행된 실험실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속 환 Hot Test 완

료 등을 통해 당해 단계의 계획된 목표를 성공 으로 달성함.

     ․ 20 kgU/batch 규모의 일체형 속 환  여과시스템에 한 성능평가를 통해 

본 연구에서 창의 으로 개발한 본 시스템은 속 환율, 고온 용융염과 우라늄 

속 환체의 여과분리 용이성  속 회수율, 그리고 후속 속 잉고트 제조공

정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음.

     ․고온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과 Li2O의 해반응이 동

시에 진행되는 통합 반응메카니즘을 기 로 한 기화학  속 환기술을 세계 

최 로 엔지니어링 규모로 구 할 수 있는 독창 인 반응 시스템을 개발하 음.

210mm×297mm



 2. 연구결과 (계속)

     ․한․러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 로 5 kgHM/batch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속   

      환 핵심공정 Hot Test를 성공 으로 수행하여 악티나이드 뿐만 아니라 주요 핵분  

      열생성물의 물질수지 Data를 확보하 음.

     ․고온 LiCl 용융염계에서 환원된 우라늄 속분말로부터 지름 13.5 mm, 길이 2,300  

       mm의 우라늄 주조 을 사출할 수 있는 연속주조장치를 성공 으로 개발하 음.

 3. 기 효과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기술은 2006년도에 완료 정인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한 차세 리 종합공정 실증시험의 기본공정으로 직  활용될 정이

며, 아울러 이 기술의 높은 기술성  경제성으로 인해 더 나아가서는 재 우리나

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 추진 인 GEN-IV Fuel Cycle 개념의 “PWR 사용후핵연료

의 속 환  GEN-IV 차세  원자로의 재순환 공정”의 기 공정으로 활용될 

망임.

   - 본 과제에서 개발한 기화학  속 환기술은 미국에서 추진 인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AFCI) 연구의 핵심공정으로 PWR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Electrowinning에 의한 우라늄 제거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량을 획기 으로 감

축할 수 있는 효율 인 conditioning 개념에 직  용이 기 됨.

   - 산업 으로 고온 LiCl-Li2O 용융염계에서의 기화학  속 환기술은 속 산화물

로부터 고부가가치의 속제조(티타늄 스폰지 등) 분야에 직 으로 활용이 기 됨. 

특히 공정의 단순화, 높은 속 환율  속환원제의 Closed Recycle 구 성 등으

로 련 산업의 기술성  경제성 향상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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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개발”

II.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세계 으로 에 지 수요는 차 증 되고 있는 반면에 기후변화를 래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축에 한 요구가 차 강화되고 있는 실

정이다. 한 원자력 발 의 확 에 따라 부산물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량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향후 

사용후핵연료 리에 한 연구개발 방향은 부피 감용에 의한 처분 효율 극

화, 장수명 핵종의 분리  소멸에 의한 환경 해도 감축,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에 함유된 유효자원의 재활용에 의한 우라늄 자원 활용 극 화를 

한 연구가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측된다.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식공정에 기반한 사용후핵연료 속 환 

기술은 직 처분을 한 효율 인 처리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의 첫 단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에 한국원자

력연구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장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후핵연료 차

세 리 공정개발 연구를 1997년부터 3단계 10 년간의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2단계에서는 PWR 사용후핵연료의 효율 인 처분  제 4 세  

원자로시스템 핵연료주기 연계를 한 핵비확산성 차세 리공정 flow 

sheet를 확립하고, 실험실 규모(20 kgU/batch)의 mock-up 속 환 시스템

을 개발하고자 하 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범

  2001년 4월부터 착수한 제 2 단계 연구 범 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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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공정별 공정개선  실증시설 설계자료 확보

  - 리튬에 의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장치개발

    ․고온 LiCl-Li2O-Li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속분말 분리방안 평가

    ․LiCl-Li2O 용융염계로부터 리튬 속 회수기술 개발

    ․Mock-up 공정(20 kgU/batch) 성능평가  최 화

    ․고온 LiCl-Li 용융염계에서 환원된 속 환체의 특성분석

  - Mock-up 공정해석을 한 열역학 보완자료 확보

  - 속 환체 연속주조 특성시험  공정 최 화

  - 고온 용융염 반응공정 장치재료 선정 평가

    ․모의 용융염계(LiCl-Li2O-Li3N)에서 장치재료의 부식특성 평가

    ․ 비선정 장치재료의 가공성, 용 성  내구성 특성평가

    ․LiCl-Li2O-O2 용융염계에서 비선정 장치재료의 장기 건 성 평가

  - 우라늄 산화물의 기화학  속 환 특성 평가

    ․ 기화학  속 환 기술에 한 검증실험

    ․산화 극의 성능평가

    ․5 kgU/batch 규모의 기화학  속 환 장치 성능평가

    ․20 kgU/batch 규모의 기화학  속 환 제조시스템 설계, 제작  

시운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주요 핵종의 기화학  거동 평가

  - 차세 리 종합공정 mechanical flow sheet 분석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종합공정 flow sheet 분석

    ․Logistic time schedule 분석

 ￭차세 리 종합공정 발생 고방사성 물질 처리공정 개발

  - 용융염 재순환공정 개발

    ․용융염  회수 리튬 속의 취  용이성 향상방안 도출  검증실험

    ․용융염 펠렛 제조공정 성능평가

    ․50 kg LiCl/batch 규모의 용융염 재순환용 펠렛 제조장치 설계, 제작

  - 핫셀 내 분 기 제어를 한 불활성가스 정제  냉각시스템 개발

    ․불활성 분 기 셀의 정제 공정개념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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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 리 종합공정 불활성가스 냉각 loop 개념 확립

    ․불활성 분 기 셀의 정제  냉각 공정장치 설계

 ￭한․러 공동연구에 의한 실험실 규모(5 kgHM/batch) 차세 리 핵심공

정 핫셀 시험

  - 비방사성 실험을 한 속 환 장치(simulator) 설계, 제작  성능평가

  - 사용후핵연료 속 환 hot test

  - 속 환체의 산화특성  물리  특성평가

   

IV. 연구개발결과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개발 2 단계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단 공정별 공정개선  실증시설 설계자료 확보

  - 리튬에 의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장치개발

    ∙Mock-up 공정 성능평가  최 화

      실험실 규모 속 환 반응 조건의 분석을 통해 mock-up 속 환 

공정의 비 최 조건을 도출하고, 우라늄 산화물  LiCl 용융염계에

서 Li2O의 농도에 따른 속 환율  반응속도에 한 정량 인 자

료를 구하 다.

      ․LiCl/U3O8 무게비: 9 (LiCl 용융염계 Li2O의 농도: 3 wt%)

      ․리튬 속의 과잉량: 30%

      ․교반속도: 250 rpm

      ․상기 조건에서 U3O8 분말의 평균 속 환율: > 98%

    ∙고온의 용융염과 미세 우라늄 속분말을 분리하기 하여 다공성 마

그네시아 필터를 이용한 직 여과법을 도출하고 mock-up 속 환 

공정을 완성하 다.

      ․마그네시아 재질의 다공성 필터는 고온의 LiCl 용융염계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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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식 측면에서 안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그네시아 필터의 여과속도: 1.1～1.2 cm3/min․cm2

      ․ 속우라늄 회수율: > 99%

    ∙Mock-up 시설의 단 공정간 연계성, 원료물질의 취   이송 방법에 

한 반 인 분석을 통해 mock-up 속 환 장치의 운 차와 각 

단 공정  장치에 한 성능요건을 확립하 다.

    ∙LiCl-Li2O 용융염계로부터 리튬 속 회수기술 개발

      LiCl-Li2O 용융염계로부터 리튬 속을 회수하는 신개념의 기술을 개

발하고 실험 으로 검증하 다. 1) 환원 극이 비 도성 다공성 마그

네시아 용기 내에 장착된 해장치를 이용한 용융염에서의 Li2O 해

공정, 2) 표면장력에 의하여 마그네시아 용기 내부에 포집된 리튬 속

을 용융염 액  이상으로 상승시켜 용융염으로부터 분리하는 공정, 3) 

상기 포집된 리튬 속을 감압 이송하는 공정의 결합으로 리튬 속을 

95% 이상 회수하 으며, Li2O 해반응 조건을 정량 으로 규명하

다.

  - Mock-up 공정해석을 한 열역학 보완자료 확보

    산화물 핵연료의 리튬환원 공정에서 생성되는 Li2O와 희토류원소 산화

물(RE2O3)의 화학  반응을 조사하 다. 네오디뮴, 이트륨, 가돌리늄, 이테르

, 스칸듐, 라세오디뮴, 사마륨, 유러퓸  루테튬의 산화물이 Li2O와 반

응하여 복합산화물(LiREO2)을 형성하는 데는 Li2O 농도가 일정 값 이상이 

되어야 하는 임계값이 존재하 다. 이 Li2O 임계농도는 가장 낮은 스칸듐 산

화물의 0.1 wt%에서 가장 높은 라세오디뮴의 5.3 wt%의 범 에 걸쳐 있

었다. 란타늄 산화물  4가의 세륨 산화물(CeO2)은 Li2O와 반응하지 않았

다. 실제 리튬환원 공정에서 희토류원소는 낮은 용해도 때문에 산화물 혹은 

복합산화물로 침 될 것으로 단되었다.

  일체형 cathode에서의 AM, AEM 산화물의 반정량  거동 분석을 통해 실

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에서와 같이 AM, AEM이 낮은 조성에서는 AM, 

AEM 원소들이 속 환 공정에 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농도 차이에 의한 

물질 달이 기장에 의한 이동 보다 우세하게 발생함을 확인하 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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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기화학  환원에 의한 속 환 공정 종료 시 에서는 리튬 속 환

원공정에서와 동일하게 AM, AEM 원소 부분이 일체형 cathode로부터 용

출되어 용융 LiCl에 분포하게 됨을 실험 으로 검증하 다.

  - 속 환체 연속주조 특성시험  공정 최 화

    온도 수집 시스템을 연속주조 장치에 설치하여 도가니, 몰드에서의 온도

변화를 기록하여, 인출 과정에서 용탕과 몰드에서의 온도변화가 인출되고 있

는 우라늄 에 어떤 향을 끼칠 것인가를 측 할 수 있도록 하 다. 격

한 온도 구배를 보완하기 해 몰드와 도가니의 디자인을 변경한 후, Si3N4

를 이용한 몰드를 사용하여 인출속도를 25～80 mm/min로 변화시킨 실험에

서 장입한 량을 2,300 mm의 우라늄 으로 연속주조하여, 우라늄 연속주

조에 사용될 수 있는 몰드 재질로는 Si3N4가 당함을 밝혔다. 

  - 고온 용융염 반응공정 장치재료 선정 평가

    모의 용융염계(LiCl-Li2O-Li3N, LiCl-Li2O-O2)에서 Fe-base와 Ni-base 

합 의 부식특성, 내구성, 용 성 등을 평가하 다. 운 온도 650 ℃, Li2O 

농도 8 wt% 이하, Li3N 농도 1 wt% 이하의 공정운  조건에서 후보재료로

는 SUS Type 316LN이 가장 뛰어난 내부식성을 보 으며, 내구성시험에서

도 조직 안정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스템 내에 산소가 존

재하는 기화학  속 환 공정 분 기에서는 Inconel 600의 내부식성이 

가장 뛰어났다. 합 은 Cr 농도가 낮을수록 는 Ni 농도가 높을수록 용융

염에서의 내부식성이 우수하 다.

  - 우라늄 산화물의 기화학  속 환 특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고온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U3O8의 속 환과 Li2O

의 기화학  환원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통합 반응 메카니즘을 기 로 

한 기화학  속 환 기술을 제안하 다. 한 LiCl-Li2O 용융염계에서 

기화학  속 환 반응이 Li 이온과 우라늄 산화물과의 반응에 의한 

lithium uranate의 생성  해가 연속으로 진행되는 반응 메카니즘에 의해

서도 진행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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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의 기화학  속 환 공정 타당성을 kgU/batch 규모로 검

증하고 실증장치(20 kgU/batch 규모) 설계자료를 도출하기 하여, 5 kgU/ 

batch 규모 기화학  속 환 장치를 설계 제작하고 mock-up test를 수

행하 다. 해 셀 에 향을 미치는 공정변수들을 규명, 최 화하고 공

정 운 차를 확립하 으며 U3O8을 99% 이상 우라늄 속으로 환할 수 

있었다. 기화학  속 환 공정 hot cell 실증에 비해서는 5 kgU/batch 

규모 장치의 mock-up test에서 확보한 공정운  자료를 바탕으로 원격조작 

용이성과 공정 연계성이 강화된 실증규모(20 kgU/batch) 기화학  속

환 시스템을 설계 제작 시운 하 다.

  기화학  속 환 공정에 의하여 생성된 속 분말 우라늄을 용융하여 

잉고트로 제조하기 한 장치를 고안하고 20 kgU/batch 규모의 제조시스템

을 설계 제작하 다. 한 장치개념에 한 실험  검증과 실증장치 설계에 

요구되는 기 자료를 확보하 다.

  - 차세 리 종합공정 mechanical flow sheet 분석

    고온 용융염 속 환 시스템의 flow sheet는 본 단계에서 수행된 20 

kgU/batch 규모의 mock-up 시험결과를 반 하여 최종 으로 확정하 다. 

건식분말화, 기화학  속 환  smelting 공정으로 flow sheet를 구성

하고 분석  평가를 수행하 다. 그리고 기존 hot cell의 기능  활용성을 

고려하여 핵연료 집합체의 해체  인출, 핵물질 계량, 단  포장은 

KAERI의 PIEF hot cell을 이용하고, 속 환 시스템의 hot test는 KAERI

의 IMEF 비 hot cell을 이용하는 방안을 기 으로 mechanical flow sheet

를 비 선정하 다.

 ￭차세 리 종합공정 발생 고방사성 물질 처리공정 개발

  - 용융염 재순환공정 개발

    속 환 공정에서 발생하는 LiCl-Li2O 폐용융염의 취 성 향상  재

사용을 하여 속 냉각방식에 의한 폐용융염 bead화 공정을 개발하 으나 

장치 특성상 불규칙한 형상과 크기의 bead가 제조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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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속 회 식 고화법에 의한 펠렛 제조공정을 개발하 다. 50 kg 

LiCl/batch 규모의 용융염 재순환용 펠렛 제조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성능평

가를 수행하 으며, 그 결과 직경 3 cm, 높이 3 cm의 원기둥 모양 펠렛을 

연속 으로 제조할 수 있었고 실증 용 장치의 설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

었다.

  - 핫셀 내 분 기 제어를 한 불활성가스 정제  냉각시스템 개발

    차세 리 종합공정 불활성가스 정제공정 설계로서 아르곤 셀의 정제

공정은 정격용량의 50%의 여유 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운 요구 조건(내

부환기 횟수: 15 회/hr, 수분  산소농도: 100 ppm 이하)과 설계요건(정제장

치의 용량: 정격용량의 150%)에 부합되는 최 의 불활성가스 정제 계통도의 

설계를 수행하 다.

  차세 리 종합공정의 냉각 loop 시스템은 고풍량 순환방식으로 선정하

고, 운 조건(아르곤가스 공 방식: 순환방식, 내부 온도  부압: 25～40 ℃, 

-25 mmAq)과 설계기 (열부하  소요풍량: 10 kW, 1,000 m3/hr, 냉각 unit 

 용량: 15 kW × 2 unit)의 설정, 냉각계통도 확립  설계자료 생산 등을 

수행하 다.

 ￭차세 리 핵심공정 핫셀 시험(한.러 공동연구)

   차세 리 공정의 핵심요소인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속 환 실증

실험을 러시아의 RIAR(Research Institute of Atomic Reactors) 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성공 으로 수행하 다. 공동연구에서 얻어진 반 인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 비방사성 실험을 한 simulator의 설계, 제작  성능평가

    ․Hot test용 장치 설치를 한 핫셀의 제염과 개조

    ․Hot test용 장치의 비 성능평가

    ․96% 이상 속 환율을 달성할 수 있는 최 의 운  logistics 확립

  - 실험실 규모(5 kgHM/batch)의 사용후핵연료 속 환 핫셀 시험 완료

    ․VVER-1000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5 회의 hot test

    ․96% 이상의 사용후핵연료 속 환율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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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TRU  6 종의 핵종에 한 물질수지도 작성

    ․ 속 환 공정의 수학  모델링과 실험  검증

    ․ 속으로 환된 사용후핵연료의 속 잉고트 제조

  - 속 환체의 산화특성  물리  특성자료 확보

    ․300, 250, 193, 183 ℃의 공기 분 기에서 잉고트의 재산화 속도 측정

    ․ 속 환 잉고트의 도, 융 , 경도 등의 물리  특성측정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개발의 성공  수행에 의한 연구개발 결과

는 다음과 같이 최종 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 PWR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장 리의 효율  안으로 활용

  - 사용후핵연료 내 유효자원의 효과 인 이용으로 에 지 자립에 기여

  - GEN-IV와 연계 가능한 독자 인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의 확보

  - 사용후핵연료의 안 리를 한 실증  기술자료의 확보

  2 단계에서 수행한 20 kgU/batch 규모의 mock-up 공정 성능평가  공정

변수 최 화 결과는 ‘06년 핫셀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의 핫셀 실증시스템 설계 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러시

아의 RIAR 연구소와의 공동연구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리튬환원 

실증실험 결과는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 hot cell 실증시스템 설계와 

운 의 기 자료로 이용 가능하다. 한 리튬환원 공정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해서 2 단계 연구에서 새로이 개발한 기화학  속 환공정 시스템은 

3 단계 hot cell 실증시스템 구축에 직  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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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Nuclear energy is the most powerful method to secure energy with the 

reduction of CO2 emission to prevent global warming. However the 

generation of electricity by nuclear power reactors also has caused a 

drastic increase of spent fuel which is an inevitable by-product of  

nuclear energy. The research on spent fuel management focuses on the 

maximization of the disposal efficiency by a volume reduction,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al friendliness by the 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 of the long lived nuclides, and the recycling of the spent 

fuel for an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uranium source.

  Dry processing based on the technology obtained from this R&D 

project can be applied to the direct disposal of spent fuel, and also to the 

next generation fuel cycle as a key fundamental technology. Consequently, 

KAERI has carried out the 3rd phase 10 year research program entitled 

'Development of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since 1997 

as a part of the National Mid- and Long- term Atomic Energy R&D 

Program. The 2nd phase of this project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laboratory scale (20 kgU/batch) mock-up reduction system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the mechanical flow sheet of the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for the efficient disposal of the PWR spent fuel and 

the application of it to the GEN-IV system.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the 2nd phase study initiated since April of 2001,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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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has the following components:

  ￭Optimization of the unit processes and the securing of the design

    data for the hot cell facilities.

    - Development of the process apparatus for the reduction of uranium

      oxides by Li metal.

      ․Evaluation of the methods for the separation of the transformed

        metal powder from a high temperature LiCl-Li2O-Li molten salt

        system.

      ․Development of the Li metal recovery technology from a LiCl-

        Li2O molten salt system.

      ․Performance test and optimization of a mock-up process

        (20 kgU/batch).

      ․Analysis of the properties of the reduced metal product.

    - Obtaining thermodynamic data for the analysis of the mock-up 

      process.

    - Continuous casting of the metal product and the optimization of the 

      process.

    - Material development for usage in a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Evaluation of the corrosion characteristics in a sim-molten salt

       (LiCl-Li2O-Li3N).

     ․Processing, welding, and durability of the pre-determined

       materials.

     ․Long-term durability of the materials in a LiCl-Li2O-O2 system.

    - Characterization of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of the uranium

      oxides.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technology.

     ․Performance test of the anode electrodes.

     ․Performance test of the 5 kgU/batch electrochemical reduction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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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manufacturing and a trial run of the 20 kgU/batch

       electrochemical reduction apparatus.

     ․Evaluation of the electrochemical behaviors of the major nuclides

       in the LiCl-Li2O molten salt system.

    - Analysis of the mechanical flow sheet of the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Analysis of the flow sheet of the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Logistic time schedule analysis.

  ￭Development of the treatment process for the high radioactive

    materials originating from the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 Development of the molten salt recirculation process.

     ․Development and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the handling method

       for the treatment of the molten salt and the recovered lithium

       metal.

     ․Performance test of the molten salt pelletizing process.

     ․Design and manufacture of the 50 kg LiCl/batch pelletizer for the

       recycle of the molten salt.

    - Development of the inert gas purification and cooling system for 

      the control of the hot cell atmospher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for the purification process in an

       inert atmosphere hot cell.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for an inert gas cooling loop of

       the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ACP).

     ․Design of the purification and cooling process apparatus in an 

       inert cell.

      

  ￭Hot cell demonstration of the key process of the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Korea-Russia joi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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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dification and detailed drawing of the reduction apparatus and

      sub-system for the cold test.

    - Hot test of the reduction system with oxidized spent fuel powders.

    - Analysis of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ingot.

IV. Results of the Project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in this study from the development 

of the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Optimization of the unit processes and the securing of the design data 

for the hot cell facilities.

  - Development of the process apparatus for the reduction of the

    uranium oxides by Li metal.

   ∙Performance test and optimization of the mock-up process.

     Optimal conditions for the mock-up reduction process were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experimental conditions of the lab-scale 

apparatus, and the quantitative data for the conversion rate and 

kinetics of the reduction depending on the concentration of the Li2O 

in the uranium oxide-LiCl molten salt system were obtained.

    ․LiCl/U3O8 weight ratio: 9(concentration of Li2O in the LiCl molten 

salt: 3 wt%).

    ․Excess amount of Li metal: 30%.

    ․Agitation speed: 250 rpm.

    ․Average conversion rate of the U3O8 powder to metal: more than

      98%.

   ∙A reduction apparatus using the porous magnesia filter to separate 

the fine uranium metal powder from the molten salt was made and 

tested, and a mock-up system for the reduction proces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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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ed.

    ․Filtration rate through the magnesia filter: 1.1～1.2 cm3/min․cm2.

    ․Recovery rate of uranium metal power: 99%.

   ∙The overall analysis on the connectivity of the related unit 

processes of the mock-up facility was carried out by considering the 

handling and transport of the feed materials. Based on the results, 

the operation procedure of the mock-up reduction apparatus and the 

performance requirements of the unit processes were established.

   ∙Development of the Li recovery technology from a LiCl-Li2O molten

     salt.

     The new technology for the Li recovery from a LiCl-Li2O molten 

salt was developed and the verificat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More than 95% of the Li was recovered by the combination of 

1) the electrolysis of the Li2O from a molten salt using a porous 

nonconducting magnesia container in the cathode part, 2) the 

separation of the Li from the molten salt by elevating the container 

above the molten salt, where the Li is contained by surface tension, 

3) the transport of the Li by a pressure-reducing method. The 

electrolysis condition of the Li2O was also quantitatively 

characterized.

  - Obtaining thermodynamic data for the analysis of the mock-up

    process.

    The chemical reaction between Li2O and rare earth oxides during the 

Li reduction of the spent oxide fuel was analyzed. The Li2O concentration 

must exceed a certain critical value to form complex oxides(LiREO2) with 

oxides of neodymium, yttrium, gadolinium, ytterbium, scandium, praseo- 

dymium, samarium, europium, and lutetium. This critical value spans from 

0.1 wt% of scandium oxide to 5.3 wt% of praseodymium. Lantanum oxide 

and CeO2 do not react with Li2O. Rare earth elements will be precipi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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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n oxide or complex oxide form during the actual Li reduction process 

due to their low solubility in a LiCl molten salt.

  Semi-quantitative analyses were carried out to elucidate the behavior of 

the AM, AEM oxides in an integrated cathode system. In a low content 

of the AM and AEM like the case in an actual spent fuel, the mass 

transfer of the AM and AEM elements by diffusion(concentration 

gradient) was dominant over that by migration(potential gradient).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was not affected by the AM and AEM 

elements. When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was completed, most of the 

AM and AEM elements existed in a LiCl phase.

  - Continuous casting of the metal product and the optimization of the

    process.

    Installing the temperature data acquisition system in the continuous 

casting equipment enabled the temperature control and consequent 

prediction of the optimum condition of the temperature gradient during 

the withdrawal process. After changing the mold and the crucible design 

to decrease the temperature gradient and the mold material to Si3N4, a 

successful casting of a uranium metal rod of 2,300 mm in length with a 

withdrawal speed from 25 mm/sec to 80 mm/min was achieved without 

any remains of charged raw material.

  - Material development for usage in a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The characteristics of corrosion, durability, and welding of the 

Fe-base and Ni-base alloys were studied in a simulated molten salt 

system(LiCl- Li2O-Li3N, LiCl-Li2O-O2). Among the tested materials, SUS 

Type 316LN showed the best corrosion resistivity in the condition of the 

test temperature of 650 ℃, Li2O concentration of lower than 8 wt%, and 

Li3N concentration of lower than 1 wt%. The structure of the SUS Type 

316LN was also stable during the durability test. However, Inconel 600 

was the most suitable one among the tested matrix in the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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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d electrochemical reduction atmosphere. The corrosion resistance 

of the alloy strengthened with a decreased of the Cr content or an 

increased of the Ni content.

  - Characterization of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of the uranium

    oxides.

    In this study,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technology was firstly 

proposed which is based on the simultaneous reduction of U3O8 and the 

electrolysis of Li2O in a LiCl-Li2O molten salt. The reaction mechanism 

via the lithium uranate formation and consecutive electrolysis of it was 

also verified. The lithium uranate is the product of the reaction between 

the Li ion and the uranium oxides.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system in the scale of 5 kgU/batch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with mock-up tests to verify the process 

feasibility of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of the spent fuel and to obtain 

design data of the hot cell demonstration apparatus(20 kgU/batch). During 

these mock-up tests, the process variables affecting the operation voltage 

of the electrolytic cell were elucidated and optimized. The operation 

procedure was also established and U3O8 was reduced with a more than 

99% yield. For the preparation of the hot cell demonstration of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system, design and manufacture, a blank-test of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apparatus on the scale of 20 kgU/batch was 

performed. This apparatus based on the results of 5 kgU/batch scale 

mock-up tests has enhanced the remote operability and connectivity for 

the related processes.

  The system for the melting of the uranium metal powder into an ingot 

form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on the scale of 20 kgU/batch. The 

experiments to verify the concept and to secure the basic data for the 

design of the hot cell demonstration apparatus were also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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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alysis of the mechanical flow sheet of the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The flow sheet of the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was 

finally established by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 20 kgU/batch 

mock-up test. The flow sheet consists of voloxidation, electrochemical 

reduction, and smelting.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flow sheet 

was conducted. For the hot cell demonstration, a PIEF hot cell of KAERI 

will be used for the disassembling, rod extraction, measurement, and rod 

cutting of the spent oxide fuel from the view point of the efficient use of 

the existing facility. The hot test of the advanced spent management 

process will be carried out in KAERI's IMEF reserved hot cell.

 ￭Development of the treatment process for the high radioactive

   materials originating from the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 Development of the molten salt recirculation process.

    A process for making a used molten salt from the reduction process 

into the bead shape was developed. However the resultant bead was an 

irregular shape and size. So, the pelletizing process using a continuous 

rotation and solidification method was developed to tackle the problem of 

the bead process. The design, manufacture and performance test of the 50 

kg LiCl/batch scale pelletizing apparatus was carried out, resulting in the 

production of the cylindrical pellet with a 3 cm diameter and a 3 cm 

height and securing the design data of the apparatus which is applicable 

to the hot cell demonstration.

  - Development of the inert gas purification and cooling system for the

    control of the hot cell atmosphere.

    The inert gas purification system of the Ar cell with an extra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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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 was developed. The design of the optimum inert gas purification 

system was carried out to meet the operation requirements(ventilation: 15 

times/hr, the content of moisture and oxygen: < 100 ppm) and the design 

requirements(purification capacity: 150% of normal operation).

  The high flow circulation was selected as a cooling loop system of the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and consequently the 

corresponding design data was produced. The establishment of the 

operation requirements(Ar supplier system: circulation mode, temperature: 

25～40 ℃, pressure: -25 mmAq) and the design requirements(heat load: 

10 kW, required flow: 1,000 m3/hr, cooling unit capacity: 15 kW×2 unit) 

was carried out.

 ￭Hot cell demonstration of the key process of the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Korea-Russia joint research).

   Experiments on the reduction of the spent fuel which is the key 

process of the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were performed 

successfully within the joint research project between KAERI and RIAR. 

The main results obtained in the study are as follows;

  - Modification and a detailed drawing of the reduction apparatus and

    sub-system for the hot test.

   ․Decontamination and modification of the hot cell for the hot test

     equipment.

   ․Preliminary test evaluation of the simulator.

   ․Inactive test for the optimum logistics to achieve more than 96% of

     the reduction yield.

  - Hot test of the reduction system with oxidized spent fuel powders.

   ․Hot test of 5 batches with the VVER-1000 spent fuel.

   ․Reduction yield exceeding 96%.

   ․Mass balance for the fission products(6 elements including U and

     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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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ion of an ingot of the reduced spent fuel.

  - Analysis of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ingot.

   ․Oxidation rate of the metal ingot under an air environment at 300,

     250, 193, 183 ℃.

   ․Density, melting point, hardness, and other properties of the metal 

     ingot.

V. Proposal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ject

  With the successful implement of this project, the following applications 

are expected.

  - Securing an efficient alternative for the long term storage of PWR

    spent fuel.

  - Contribution to the energy security by an effective recycling of the

    spent fuel.

  - Establishment of a proliferation resistant nuclear fuel cycle which is

    applicable to the GEN-IV system.

  - Acquisition of the hot test data for the safe management of the spent

    fuel.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performance test and the optimization of 

the 20 kgU/batch mock-up process will be used as the fundamental data 

for designing the hot cell demonstration of the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for the hot tests which are planned for 2006. The 

fruitful results from the joint research with RIAR of Russia could be 

used as the basis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a hot cell demonstration 

system of the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The new 

electrochemical reduction process developed in the 2nd phase study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 Li reduction process will be directly appli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3rd phase hot cell demonstration of the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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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재 세계 으로 440 기의 원자력발 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

계 력수요의 약 18%를 원자력이 공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제 4의 

체 에 지원이 개발되지 않는 한 상당기간 지속될 망이다. 21세기 들어 우

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명제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 (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 을 해서는 

지구환경에 악 향을 주지 않고, 후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 우리

에게 필요한 청정 에 지를 충분히 공 하는 것이 가장 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원자력 발 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 지원이면서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환경

에 합한 에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 이라는 명제를 만족시

킬 수 있는 실 으로 가장 유망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를 완벽하게 뒷받침

하기 해서는 원자력 발 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효율

인 처리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원자로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방사선과 열을 방출하는 고  

방사성 물질인 반면에, 재사용이 가능한 우라늄과 루토늄을 함유하고 있는 

미래의 요한 에 지 자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원의 재활용을 해 재 

몇몇 국가에서 습식 재처리에 의해 루토늄을 회수하여 원자로에 재순환시

키고 있으나 여기에는 루토늄의 회수에 따른 핵확산 항성, 경제성, 환경

친화성 등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제약 요인을 모두 해결해  수 

있는 방안으로 세계 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이 "Dirty fuel, clean waste" 

개념이며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 pyroprocessing이다.

  향후 사용후핵연료 리 방안은 원자력 발 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측된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요건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핵연료주기 기술이 환경 친화

성, 핵확산 항성  경제성을 가지면서 자원 활용을 극 화할 수 있는 기

술이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pyroprocessing 기술은 재 당면하고 있는 

습식 재처리 기술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안으로 각 을 받고 

있으나 아직 기술의 실용화를 해서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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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 으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pyroprocessing 기술에 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머지 않은 장래에 기술의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측된다. 특

히 미국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02년도에 AAA(Advanced Accelerator 

Application) 로그램을 확  개편한 AFCI(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로그램을 본격 으로 수행하 다. 이 연구개발의 일차 인 목표는 사용후

핵연료의 부피를 감축하여 제 2 처분장의 필요성을 배제함과 동시에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루토늄의 재고량

을 획기 으로 감축시키는데 있으며, 장기 으로는 제 4 세  원자로시스템

에서 요구되는 순환 핵연료주기 기술을 완성함으로서 제 4 세  원자로시스

템의 개발을 지원하기 한 것이다. AFCI 로그램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용

후핵연료 리 방안은 사용후핵연료의 직 처분에 따른 제 2 처분장 필요성 

배제, 루토늄의 직 처분에 따른 장기 인 핵확산 험성 해소, 장수명 핵

종의 재활용  소멸을 통한 환경친화성  에 지 생산의 지속성 유지 등

이 기조를 이루고 있다.

  국내의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 한 국가 의지도 종래의 

"Wait and See"에서 탈피하여 기술자립을 극 으로 추진한다는 매우 확고

한 입장으로 변화하 고, 한.미 간의 력 약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i- 

NERI 로그램과 미국 주도로 선진 10 개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GEN-IV 원자로시스템 개발 계획에 주도 으로 참여하여 pyroprocessing 기

술에 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pyroprocessing 연구는 1997년

부터 원자력 장기 과제로 본격 으로 착수하여 고온 용융염 환원법에 

한 단 공정의 반응성 평가  요소장치 개발을 통해 독자 인 사용후핵연

료 차세 리 공정의 flow sheet를 완성하 다.

  2001년 4월부터 착수한 2 단계 연구에서는 건식분말화, 속 환  리튬

속 회수공정으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기술에 한 실험실 규

모의 성능평가를 성공 으로 완료하 다. 한.러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

로 5 kgHM/batch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속 환 공정의 hot test를 성공

으로 수행하 고, 악티나이드 원소 이외에 주요 핵분열생성물의 물질수지, 

속 환체 특성 등 련 핵심 데이터의 확보와 더불어 공학규모의 속

환 시스템의 설계  성능평가를 독자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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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LiCl-Li 용융염계를 이용한 속 환 시스템의 공정 문제  해결

을 한 다양한 검토를 통해 고온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과 Li2O 해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통합 반응 메카니즘을 기 로 

한 electrolytic reduction technology 기술을 구 할 수 있는 독창 인 반응

시스템을 세계 최 로 개발하는 획기 인 성과가 있었다. 5 kgU/batch 규모

의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의 성능평가를 통해 scale-up 과정에서 발생

되는 공정의 제반 문제  악과 동시에 속 환 처리용량, 류 도  물

질 달 특성평가를 통해 설계자료를 확보하여 3 단계의 주어진 목표 기간에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기술의 핫셀 실증을 성공 으로 완료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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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외  기술개발 황

1.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기술

 가. 리튬환원에 의한 속 환

    미국 Argonne National Laboratory(ANL)에서는 ERB-II 속 사용후핵

연료의 건식 해정련 기술의 PWR 사용후핵연료까지로의 확장을 한 처

리 공정으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속으로 환시키기 한 고온야 법

(pyrometallurgy)과 기화학법에 기 를 둔 IFR 핵연료주기 재순환 로그

램[1]을 1991년부터 진행하 다. 여러 안 공정들의 검토를 거친 뒤 반응온

도와 부식성 측면에서 유리한 리튬 공정이 기  공정으로 선정되어 해정

련 공정과의 연계를 통해 산화물 핵연료를 IFR 핵연료 주기에 재순환시키는 

개념을 완성하 다[2,3]. 이러한 건식공정은 악티나이드 원소들을 루토늄과

의 상호분리 없이 핵분열생성물과 분리해 낼 수 있기 때문에 핵확산 항성

과 함께 공정의 단순화 등의 장 을 지니고있다. 리튬 공정의 속 환율과 

핵분열생성물들의 화학  특성은 수분과 산소 농도가 5 ppm 이하로 유지되

는 실험실 규모의 로 박스 내의 inactive test에서 확인되었으며 재 

DOE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효율 인 처분을 목표로 20 kg의 공학 규모의 

실증 실험[4,5]까지 완료하 다.

  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분리와 변환(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

을 해 1999년 시작한 별도의 Accelerator Transmutation of Waste 

(ATW) 로그램에서도 장수명 핵종의 분리  소멸처리를 한 사용후핵연

료 처리공정에서 습식공정과 결합된 형식으로 우라늄을 분리 후 남은 TRU

를 포함한 고 폐기물 산화물을 건식 용융염 환원공정을 이용하여 속

환하는 방법을 주 공정으로 채택하고 있다.

  리튬 공정에서 산화물 핵연료는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속으로 환

된다.

MxOy + 2yLi → xM + yLi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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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리  알카리토 속 핵분열생성물들은 매질로 이용되는 염화리튬과 반

응하여 염화물로 환, 용해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희토류 계열 핵분

열생성물은 산화물 형태 는 산화리튬과 복합산화물을 형성하여 소량 용해

되기도 한다. ANL의 보고[4]에 따르면 루토늄은 이때 다음의 반응으로 

Li2O의 3.0 wt% 이상의 조건에서 재산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Pu + 3Li2O → Pu2O3 + 6Li

그러므로, 리튬 공정에서는 Li2O의 농도를 일정 수  이하로 유지시켜야 하

며 반응성이 강한 리튬 속의 산화 방지를 해 공정 체를 불활성 분

기로 유지시켜야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CRIEPI(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 일본 력

앙연구소)를 심으로 한 일본의 리튬 공정에 한 연구에서 고온 용융염 

환원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공정에 한 열역학  반응공학  

기 연구는 CRIEPI  JAERI, 그리고 공정개발을 한 공학 규모의 연구는 

주로 탁연구 형태로 외국과의 공동연구로 추진 에 있다. 

  최근 CRIEPI와 국의 AEA Technology의 공동연구[6]에서는 리튬 속을 

이용한 우라늄 산화분말  MOX 펠렛 2 종(10% PuO2 - 90% UO2, 0.2% 

Am2O3 - 10% PuO2 - 89.8% UO2)에 한 속 환 연구를 수행했다. 실험

은 granule의 크기가 0.2 mm인 UO2 2 g과 15～50 g의 LiCl 규모와 650 ℃

의 반응온도로 실험을 수행하 으며 반응 용기로는 텅스텐 도가니가 사용되

었다. 리튬환원 반응에서 발생되는 Li2O의 최  허용농도를 알아보기 한 

실험 결과, 루토늄의 경우에는 LiCl 내에서 Li2O의 포화용해도로 추정되는 

8.8 wt%의 농도까지도 Li2O의 농도에 계없이 완 한 환원반응이 이루어졌

다. 이 결과는 미국 ANL 연구소의 시험[4]과는 상충되는 결과이다. LiCl 용

융염 내에서의 루토늄 환원 조건에 한 Li2O의 농도 조건은 리튬 속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과정에서 사용되는 LiCl 용융염의 양  루

토늄의 회수율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한 요건이며, 따라서 루토늄의 환

원 조건에 하여는 추가 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의 리튬환원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에 하여는 원자력

연구개발 장기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 과제에서 1997년부터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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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여 왔다. 1997년도에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리튬환원 실험을 통

하여 속 환 시의 최  반응조건을 설정하고 결과를 발표하 으며[7], 20 

kgU/batch 규모의 속 환 mock-up 장치를 설계/제작하여 시험한 바 있

다. 한편, 본 연구 과제에서 기 확립한 속 환 비방사성 시험결과의 검증

을 하여 러시아의 RIAR(Research Institute of Atomic Reactors) 연구소와 

공동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연구가 2000년부터 3 년간 수행되었다.

  이상과 같이 산화우라늄 핵연료의 리튬환원에 의한 속 환 연구는 방법

론과 후처리 연계 기술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에서 주도 으로 추진 에 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은 장

치개발 단계의 연구 수 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일본은 반응 조건 규명 수

의 단계로서 연구가 진행 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

하고 리튬환원 공정의 실용화를 해서는, 고온 염화리튬 용융염 내에 Li2O

와 Li 속이 녹아 있는 가혹한 부식환경에 견디는 재료의 개발, 불활성 분

기 내에서의 원격조작운 을 한 장치설계  제작, 고온 융융염 공정운

장치의 설계  제작 등에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기화학  속 환

    기에 지를 이용하여 산화물을 속으로 환시킬 수 있다. 특히 용

융염 상에서 속을 기화학 으로 효과 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기존의 

주요한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8]. 첫 번째는 halide salt(주로 염화물)

를 기분해시켜 해당 속과 염소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산화물

을 fluoride 용융염에 녹인 다음 산화물을 기분해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1961년 Ward와 Hoar는 BaCl2 용융염 상에서 산소를 포함한 용융 구리를 환

원 극으로 하여 기화학  속 환을 수행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그들은 열역학  계산을 통해 환원 극의 산화구리는 기 으

로 환원된 Ba와의 반응에 의하여 속으로 환된다고 보고하 다. 체 반

응식은 아래와 같다.

Cu2O + BaCl2 = BaO + 2Cu + Cl2

  1992년 Okabe 등은 CaCl2 용융염 상에서 티타늄 내 산소를 기화학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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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거하여 티타늄 속을 정제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9]. 그들이 주

장한 반응 메카니즘은 아래 식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 으로 환원된 Ca가 

환원 극의 티타늄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와 반응하여 티타늄 속과 CaCl2 

용융염에 녹아나가는 CaO를 생성하는 것이다.

Ca2+ + 2e- = Ca

O-Ti + Ca = Ti + CaO

  최근, Fray 등은 용융염상에서 단일 혹은 복합산화물을 속 환하는 일반

이면서도 신 인 방법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10]. 그들의 'Novel 

Direct Electrochemical Reduction'에서는 산화물의 산소가 환원 극에서 산

소음이온 형태로 용융염에 녹아 나와 산화 극에서 최종 으로 산소기체로 

배출되고 결과 으로 환원 극에는 순수한 속만 남게 된다. 물론 이 방법

의 용되려면 상 속산화물의 열역학  환원 가 용융염의 분해

보다 낮아야 한다. Fray 등은 CaCl2 용융염상에서 CaCl2의 분해 보다 낮

은 압에서 TiO2를 Ti 속으로 환시켜 그들의 이론을 실험 으로 입증

했다[11]. 그들에 따르면 Al, B, Cr, Fe, Nb, V. Zr 등의 환원에 해서는 실

험  검증이 완료되었으며, 재는 3-10족 원소  희토류 산화물의 환원에 

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Fray 등이 제안한 기화학  

속 환에서는 도성이 열악한 산화물이 환원 극에 존재하므로 반응속도

론  측면을 고려해야만 한다. 즉, 산화물의 기 도도가 환원속도에 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상된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TiO2와 ZrO2의 경

우에는 반응 기에 격자내 일부 산소가 제거되어 도성 Magnelli 상(TiO2-x

와 ZrO2-x)이 생성되고 이로 인해 환원반응속도가 증 된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기화학  속 환방법은 Al2O3와 같은 순수한 연체의 경우에도 

다른 도성 산화물과의 혼합에 의하여 입자사이의 자 도 장벽을 극복함

으로써 용가능 하다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미국 ANL, 일본 CRIEPI 등에서는 기존 Li 환원공정의 

개선/보완 노력의 일환으로 Fray가 제안한 기화학  속 환방법을 산화

물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기술에 용하고자 하는 연구를 최근 집 으

로 추진하고 있다. 산화물 형태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에 있어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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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학  속 환공정을 용할 경우 기존 Li 환원공정과 비교하여 다음

과 같은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기 된다. 첫째, 폭발성이 높은 Li 속을 

취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정안정성과 아울러 경제성이 향상될 수 있

다. 둘째, 용융염내 Li2O 농도조 이 가능한 등의 공정운 성 측면에서의 장

에 의하여 고품질의 속 환체 생산이 가능하다. 셋째, 단  장치당 사용

후핵연료 처리능력이 획기 으로 증 될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 련부분에 상세 기술되어 있듯이 사용후핵연료의 주성분

인 우라늄산화물의 기화학  속 환은 이론 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TiO2와 ZrO2의 해가 도성 Magnelli 상을 거쳐 진행되듯이, 우라늄산화물

의 기화학  속 환과정에서도 도성을 가지는 반응 간체가 생성될 

것으로 기 되었다. 후보물질로 거론된 물질은 uranate이다. 그런데 5가와 6

가의 uranate 한 생성엔탈피는 문헌값이 존재하지만 반응 Gibbs 에 지에 

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12-14]. 열역학  자료의 부재를 극복하고 산화

물 사용후핵연료의 기화학  속 환 과정에서의 반응 간체 거동을 규

명하려는 노력이 본 연구과제 2단계에서 본격 으로 추진되었으며, 련부분

에 그 결과가 상세 기술되어 있다.

2. LiCl-Li2O 용융염계로부터 리튬 속 회수 기술

  리튬 속의 회수 방법으로는 기화학  방법에 의해 리튬이온을 환원시

키는 방법이나 마그네슘 는 알루미늄 속으로 리튬산화물을 환원시키는 

방법 등이 지 까지 알려져 있다. 주로 염수로부터 리튬 속을 회수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용융염계에서 리튬 속을 회수하는 방법에 

해서는 한정된 자료들만이 존재한다[15-22]. 그런데, 지 까지 알려져 있는 

리튬 속 회수 방법으로는 용융염  산화 극에서 기인하는 부산물로부터 

리튬 속을 효과 으로 분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치가 복잡하고 연속 

공정이 불가능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 없다.

  미국특허 제 4,617,098호  미국특허 제 4,724,055호는 염화리튬을 포함하

는 용융염 복합체를 연속 으로 기분해하여 리튬 속을 회수하는 방법에 

하여 제시하고 있다[15,16]. 이들 특허에서는 미반응한 용융염과 혼합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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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리튬 속을 회수하고, 기분해에 의해 얻어진 산물들인 리튬 속과 용

융염의 혼합물  산화 극에서 생성된 염소 기체를 각각 따로 회수함으로

써 염소 기체와 리튬 속의 재결합을 억제한다. 한 기분해에 의해 얻어

진 리튬 속과 용융염의 혼합물로부터 리튬 속을 분리조에서 회수하고, 용

융염은 다시 해조로 이송함으로써 리튬 속 회수를 한 연속 공정이 완

성되게 된다. 그러나, 이들 특허에서 제시한 용융염의 강제 류 방법만으로

는 흑연 산화 극의 용출에 의해서 발생한 탄소가 환원 극에서 생성된 리

튬 속과 반응하는 것과 산화 극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염소 기체 등이 

리튬 속과 결합하는 부반응을 효과 으로 억제시키지 못하는 단 이 있다. 

한, 연속 공정을 해서 용융염의 분리와 이송 공정이 요구되며, 이로 인

해 체 공정이 복잡해지는 단 이 있다.

  미국특허 제 4,988,417호는 탄산리튬을 직  기분해하여 리튬 속을 회

수하는 방법에 하여 기술하고 있다[22]. 상업 으로 리튬 속의 회수에 사

용되는 염화리튬은 탄산리튬으로부터 제조되는데, 탄산리튬으로부터 염화리

튬을 제조할 경우 고비용을 필요로 하 기 때문에 상기 특허에서는 탄산리

튬을 직  기분해함으로써 리튬 속 회수 비용을 감하고자 하는 것이고, 

산화 극 부에 존재하는 탄산리튬이 환원 극 부의 리튬 속과 재결합하여 

산화리튬과 탄소를 생성하는 반응을 막기 해서 산화 극 부와 환원 극 

부 사이를 다공성 산화마그네슘 막으로 분리하 다. 그러나, 해조의 구조

상 연속 공정이 불가능하고 환원 극 부에서 환원된 리튬 속을 분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공정 운 성 측면에서 경제성을 높일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미국 ANL에서는 리튬환원 공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처리공정 개발 과정

에서 리튬 속을 회수, 재사용하기 한 electrowinning 공정을 개발하고, 실

험실 규모(～0.1 L 용융염)에서 공학 규모(～50 L 용융염)까지 실험을 수행

하 다[6]. 해 셀의 구조와 재질에 한 조사까지 포함한 범 한 연구결

과, 리튬 속을 Bismuth와 화합물로 만들어 회수하는 ‘Bismuth Cathodes', 

리튬을 porous stainless steel cathode에 가두어 회수하는 ’Porous Metal 

Cathodes' 방법 등이 도출되었지만, 생성된 리튬 속은 환원 극으로부터의 

회수가 어렵고, porous stainless steel을 사용할 경우에는 리튬 속이 속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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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착되고 속망을 부식시키는 문제  등이 발생하 다.

  따라서, 지 까지 알려져 있는 리튬 속 회수 방법으로는 생성된 리튬 속

을 용융염  산화 극에서 기인하는 부산물로부터 효과 으로 분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치가 복잡하고 연속 공정이 불가능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용융염  산화 극에서 기인하는 부산

물과 리튬 속 간의 반응을 효과 으로 차단하면서 용융염과 리튬 속의 분

리도 용이하게 하여 비교  렴하게 리튬 속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개

발하 다. 한 이 방법은 한국원자력연구소 ACP 공정의 경제성  환경친

화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튬의 산업  회수 공정에도 용이 

가능할 것이다.

3. LiCl-Li2O 용융염계에서 희토류 원소 산화물의 화학  거동

  리튬환원 공정은 리튬 속을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산화물을 속으로 

환원하는 공정으로 650 ℃의 LiCl 용융염 에서 환원반응을 일으킨다. 이때 

생성되는 Li2O는 용융염에 용해되고 생성된 속은 염과 분리된다. 650 ℃의 

LiCl 용융염 에서 Li2O의 용해도는 미국 알곤 국립연구소에서는 8.7 wt% 

[23], 일본 력 앙연구소에서는 8.8 wt%로 보고하고 있다[6]. LiCl의 융

은 610 ℃이며, 이 온도에서 리튬의 비 은 0.47, LiCl의 비 은 1.48로 알려

져 있다[24]. 리튬은 LiCl 용융염에 소량 용해하며 650 ℃에서 용해도는 

0.082 wt%[25]로 알려져 있다.

  리튬환원 공정에서 우라늄, 우라늄 원소  귀 속 원소들의 산화물은 

속으로 환원되고, I, Te, Sb, Se  Br은 리튬과 반응하여 염에 용해되는 

LiI, Li2Te 등과 같은 화합물을 형성한다. LiCl 용융염 에 핵분열생성물의 

농도가 어느 수 에 도달하면 새로운 염으로 교체하고 사용한 염은 유리  

제올라이트와 혼합하여 세라믹 형태로 만들어 폐기한다. LiCl 용융염 에서 

Li2O 농도를 허용치로 유지하기 하여 Li2O를 기분해하여 리튬은 회수하

고 처리된 염은 재 사용한다.

  희토류 원소 산화물은 생성 자유에 지(△G)가 리튬 산화물의 생성 자유

에 지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Table 2.1) 리튬 속에 의해 환원되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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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Standard Free Energy of Formation of Oxides at 650 ℃

Oxide △G(kJ/mol-O) Oxide △G(kJ/mol-O) Oxide △G(kJ/mol-O)

Y2O3 -545.6 Yb2O3 -517.3 Li2O -480.7

Sc2O3 -545.3 Pr2O3 -515.5 EuO -478.4

Lu2O3 -535.5 Nd2O3 -515.1 Eu2O3 -455.8

Gd2O3 -520.7 La2O3 -509.8 CeO2 -447.0

Sm2O3 -517.8 Ce2O3 -506.1 PrO2 -387.9

것으로 단된다[26].

  미국 알곤 국립연구소와 일본 력 앙연구소에서 희토류 원소 산화물

(RE2O3)은 Li2O와 다음과 같이 반응하여 복합산화물을 형성하고 일부가 LiCl 

용융염에 용해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7,28].

      RE2O3 + Li2O = 2LiREO2

  용해되지 않는 희토류 원소 산화물은 리튬환원 공정에서 생성되는 속

환체에 혼입될 수 있고, 이 때 혼입된 산화물은 속 환체를 장기 장할 

때 건 성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 속 환체를 해정련할 때에 염 

의 UCl3를 UO2로 산화시켜, 산화된 UO2는 기분해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상된다.

  한 미국 알곤 국립연구소에서는 효율 으로 루토늄을 환원하기 해

서는 Li2O 농도를 3 wt%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그 이유를 다음

과 같은 화학평형으로 설명하고 있다[4].

      2Pu + 3Li2O = Pu2O3 + 6Li

  지 까지 Li2O 농도에 따른 Li2O와 희토류 원소 산화물의 반응이나 반응

속도 등이 알려진 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튬환원 공정에서 Li2O 

농도에 따른 희토류 원소 산화물과 Li2O의 반응과 이때의 반응속도를 조사

하고, 한 반응생성물과 희토류 원소 산화물의 용해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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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 환체의 연속주조 기술

  미국에서는 이미 1954년도에 Battelle 연구소에서 우라늄 연속주조 장치를 

개발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장치는 기존의 아크 용해로를 개량한 것으

로 진공 아크 용해 장치에 연속주조 장치를 연결하여 지름 3인치인 고순도 

우라늄 바를 연속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 다.

  랑스에서는 1972년 랑스 야 회 추계 야 의 날 발표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발췌하여 랑스 핵연료공업 회에서 직경 33 mm 우라늄 을 생산

하는 우라늄 진공연속주조 장치를 개발하 다. 이 장치는 두 가지의 야  기

술 즉, 연속주조공법과 불연속  특성을 가지면서 기오염 방지와 정제를 

한 공법인 진공 주조법을 결합시킨 장치로 주물을 연속 으로 기 으

로 인출하여 하나의 연속공정으로 이르도록 개발한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1982년도 특허자료를 인용하여 불활성 분 기 하의 우라늄 

연속주조 장치를 개발하 다. 이 장치는 불활성가스를 이용하여 도가니 용기 

표면을 덮으면서 fused slag와 함께 장입물을 용해한 후 용융 속을 몰드로 

주입하면서 냉각하는 방식의 장치로 우라늄, 지르코늄  베릴륨 등을 연속

주조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용융 속이 진공하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배출

가스의 방사성 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진공을 유지하기 한 복잡한 장비가 

필요없다는 장 이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1998년도 일본 원자력학회 추계 학술 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인용하여 Mitsubishi Materials Corp.에서 진공 용해가압식 상향연속

주조(VMCC)장치를 개발하 다. 이 장치는 챔버 내에 있는 고주  유도코일

에 의해 도가니의 장입물을 진공하에서 용해한 후 불활성가스로 주입하여 

도가니 상부에 치한 노즐에서 주조하는 방식으로 우라늄을 직경 10 mm의 

몰드를 통해 길이 400～800 mm까지 주조하 다. 이 때 조업조건은 1300 ～ 

1350 ℃의 온도범 이며, 주조속도는 3 ～ 30 mm/min, 그리고 아르곤의 가

압은 1.5 ～ 2.5 기압이다. 아르곤의 가압력이 높을수록 주조 의 표면결함이 

다고 발표하 다. 

  1 단계 연구에서 우라늄에 한 연속주조 장치를 개발하여 직경 13.5 mm 

을 상으로 길이 1,300 mm까지 주조하는 데 성공하 으나, 본 과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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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는 우라늄 속 장 의 길이는 약 3,800 mm로, 이 기 에 만

족하지는 못한 계로 연속주조 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연구가 요

구되었다. 한편 일반 인 속 련 연속주조에 한 기술은 많이 알려져 있

으나 우라늄 연속주조 기술에 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계로 일반

인 속에 한 연속주조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라늄 의 주조 길이 확장

과 운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가. 열 달과 응고

    연속주조 시스템은 일반 으로 몰드와 2 차 냉각 가 존재하는 두 개의 

분리된 냉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몰드는 잉고트로부터 한 양의 열을 제

거하는 열교환기 기능을 한다. 이상 으로는 잉고트의  단면을 응고시킬 

수 있도록 열이 제거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주조속도가 상당히 낮을 

때만 가능하다. 일반 으로 알루미늄과 강의 연속주조 시에는 잉고트의 응고 

표피의 두께를 1/2～3/4 inch로 유지한다. 이 응고 표피는 잉고트 내에 존재

하는 용액이 열의 류나 방사로 인하여 완 히 응고될 때까지 용탕을 유지

한다.

  최 의 몰드를 설계하기 해서는 잉고트의 냉각 거동을 잘 이해해야 한

다. 기에는 응고 계면이 평평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이에 따라 과냉각을 

하게 되면 열이 냉각 의 한쪽으로 제거되며, 잉고트에 용액이 조  남게 된

다. 그러나 이런 조건은 비경제 이며, 잉고트의 표면 상태가 좋지 않게 된

다. 따라서 재는 가능하면 주조 속도를 빠르게 하고 한 과도한 2 차 냉

각도 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방향성 응고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연속주조에서 수학 인 연구는 Roth[29], Tikhonov, Shvidkovsky[30]에 의

해 이루어졌지만 Ruddle[31]이 실험에서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가설

에 의존한다는 결과를 보 다. Klein[32]은 다른 방식으로 응고의 문제를 다

루었고, 실험 인 결과에 더욱 가까운 응고 로 일을 얻었다. Klein의 연구

에서 주조 방향으로의 열 달 속도가 주조 속의 이동에 의한 열량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주조 속도가 빠른 경우 변화하는 열  특성과 경계 

조건을 고려하여 주조 방향에 한 온도분포를 계산할 수 있었다. 실제 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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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을 얻을 수 없다면 해석 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용융 이 높은 

재료에 해, 응고 패턴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일반 으로 실패한 주

조의 잔여물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응고 로 일에 한 형태를 결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Lewis[33]에 의해 

연구되어졌으며 Putman에 의해 논의된 추  첨가제 방법과 함께 설명된 몇

몇 기술은 알루미늄 주조의 연구를 해 사용되었다. Fig. 2.1은 추  합 의 

첨가에 의해 얻어진 응고 로 일로 주조 속도에 따른 응고 양상을 보여

다.

  과거에는 정  주조에서 응고 속도의 연구로 얻어진 몇몇 결과들을 연속

주조 과정에 용하여 연속주조의 응고 거동을 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정  주조에서의 응고 과정은 식 (1)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d= k t                              (1)

  여기서 k는 응고 상수이다. 식 (1)로부터 t 에 한 표피 두께를 도시하면 

직선이 된다. 몰드 내에서와 몰드 아래에 기인한 두 개의 냉각 상태가 존재

하기 때문에 응고 시 복잡한 상태가 발생한다. 식 (1)을 용하는 것이 연속

주조에서 가능하고, 두 개의 다른 냉각 단계를 고려하여 k에 한 두 값을 

채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먼  속이 몰드 벽과 하는 시 으로부터 경과된 시간이 측정되어지

고, 다음으로 횡단면의 평면이 몰드 밖으로 이동하는 단계로부터 경과된 시

간이 측정되어진다. Fig.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  합  첨가에 의해 얻

어진 응고 로 일에 한 이런 도식화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응고하는 분리

된 상들을 매우 뚜렷이 구별할 수 있는 교차 직선으로 구성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이 가능하며, Fig. 2.2에 형 인 다이어그램을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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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uperimposed profiles showing variation in depth and shape with 

changes in casting speed(Casting condition: metal temperature = 

670 ℃; metal head = 3½ in.; water volume = 70 ga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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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Typical d/t1/2 plots for variations in metal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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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드 내 열 달 상

    연속주조에 있어서 잉고트와 몰드 사이의 열 달 상은 잉고트의 표면

결함, 잉고트 터짐 등과 한 계가 있어 품질  조업 상의 요한 인자

이다. 몰드 내 열 달 상은 주조 속도, 몰드 분말의 종류, 주조 온도 등과 

같은 주조 조건과 1 차 냉각 속도와 냉각수의 온도차(△T), 몰드 두께에 따

른 향이 매우 크므로 결함 감소  생산성 향상을 해서는 주조 조건에 

따른 정 냉각 조건의 설정이 매우 요하다.

  Fig. 2.3에 개략 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주편의 열이 주형 내 냉각 을 

흐르는 냉각수로 달되는 일련의 열 달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

된다[34,35].

  1) 주편과 주형 사이에 존재하는 air gap을 통한 열 도  복사

  2) 주형 동 에서 열 도

  3) 주형 냉각 에서 주형과 냉각수와 열 달

  주형에서의 열 달 상은 3 차원이지만 주형의 탕면부와 코 부를 제외

하고는 1 차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Fig. 2.3. Comparison of mold thermal resistances in the slab 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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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의 열 달 상을 1 차원으로 가정하면 meniscus를 따라 주조 방향으

로의 열 유속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q (z)=( T ms- T W)/ R t                       (2)

  여기서 Tms는 주편의 표면 온도, TW는 냉각수 온도를 각각 나타낸다. 이때 

Rt는 주형의 열 달에 한 총 항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표 한

다.

                         R t= R W+ R CU+ R resi

R W=
1
h W                                  (3)

                         R CU=
x m
K CU

  여기서 RW, RCU는 각각 냉각수  주형이 열 달에 미치는 항을 나타낸 

것이고, Rresi는 주편과 주형 간의 열 항으로 주로 air gap, 주형 분말의 

향의 합으로 볼 수 있다. 식 (3)을 이용하면 총 항에 미치는 각 변수의 

향을 알 수 있다. Fig. 2.3은 총 항에 미치는 각 변수의 향을 나타낸 것

으로 주형  구간에 걸쳐 냉각수와 주형이 총 항에 미치는 향은 1% 미

만으로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다. 주형 내 열 달량은 주로 air gap의 

형성 여부  크기에 크게 향을 받는다. Fig. 2.3에서 볼 수 있듯이 air 

gap에 의한 항은 주형 하단부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air gap이 주형 

하단부에서 크게 형성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주형 상단부(meniscus 부근)

에서는 주편과 주형의 이 잘 되어 air gap이 거의 없고, 주형 하단부에

서는 air gap이 크게 존재하며, 그 간 지역에서는 간헐 으로 air gap이 형

성된다[36,37]. 이와 같이 air gap은 주형 단면부를 따라서 일정하게 형성되

지 않고, 주편 corner 부근에서 열 달이 2 차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냉

각이 일어나서 주형 corner 부에 air gap이 크게 형성된다[38-41].

  주형 내 열 달량은 주형에 열 를 삽입하여 직  열 달량을 측정하거

나[42], 냉각수 유입구와 유출구의 온도 차이로부터 평균 열 달량을 구한다

[43,44]. Singth와 Blazek[43]은 meniscus 부근에서 낮은 열 달량은 응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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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축과 용강의 표면장력 때문에 응고 층이 주형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meniscus를 따라 주조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용강의 정압이 증가하여 열 달

량이 증가되면서 최 값을 나타낸 후로는 air gap의 향으로 차 감소한다

고 설명하 다. 이와 같이 측정한 열 달량을 이용하여 Savage와 Pritchard

는 주형에서 열 달량을 다음의 함수 형태로 나타냈다[45].

q M=2680-335 Z/U                        (4)

  여기서 qM은 열 달량, Z는 meniscus로부터 거리, U는 주조 속도를 의미

한다.

 다. Air gap의 요성

    응고하는 잉고트와 몰드 사이의 열 도 조건은 연속주조 시스템의 가장 

요한 요소를 구성한다. 이는 기 고체 피막이 형성되는 지역에서 열 달

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피막의 강도는 주조 가능 속도  피막의 질

을 결정하며, 나  단계에서 표면 기계 가공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 으로 몰드의 상부에서는 벽과 액체 meniscus 사이가 가깝다. 이 경우 

열이 효과 으로 제거되어 몰드 안쪽에서 완 한 횡단면 응고를 이룰 수 있

다. 그러나, 매우 큰 면 에 걸쳐 속과 속의 이 있기 때문에 잉고트/

몰드 사이에는 마찰력이 높다. 비철 속 주조의 경우에는 몰드에 남겨진 윤

활제나 몰드 마무리 재료를 조사해 보면, 속/ 속 이 meniscus 벨 

아래의 비교  좁은 띠에 걸쳐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 다. 따라서 잉고트 표

면은 몰드 벽으로부터 떨어져 수축되어 있다. 알루미늄의 응고 로 일에 

한 실험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피막이 두꺼워지는 과정에서 단

을 일으킨다. 이런 단은 열을 히 제거하지 못해 일어난 것이다.

  Air gap이 응고하는 잉고트의 수축의 결과로 형성된 후, 몰드에 한 열

달 계수의 표 이 air gap의 도도에 한 여분의 항에 추가되기 때문에 더

욱 복잡해진다. 비록 air gap의 폭이 극도로 작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열 도

도는 몰드 재료의 열 도도의 것과 비교하여 거의 무시될 만하다. 몰드에서 

제거되는 열은 속/ 속이 한 작은 역에서 주로 향을 끼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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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air gap 형성 에 측정한 값에 의존할 수 없다. 한 그 값들은 물의 온

도 상승 값으로부터 구했고, 잉고트로부터 몰드까지 달된 열의 평균량을 

나타낼 뿐이다.

  좁은 지역에서 열을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는 몰드는 잉고트 피막의 

속한 기 응고가 기 수축과 air gap이 형성되는 조건이 된다. Air gap이 

몰드 내에 존재하는 동안에 열 제거가 방해받으면 잉고트의 재 가열이 일어

난다. 재 가열은 한 재 용해를 야기시키며, 피막이 괴되거나 는 일

반 으로 온 합  용융 상이 표면에 띠를 형성하여 흘러나오게 된다.

  Waters는 air gap이 액체-고체의 변태와 몰드 길이를 따라 잉고트 피막 

온도의 하강으로 기인한 수축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제안했다[46].

β2)]rθs(θ21[2)
2r
1r( +−+=

                    (5)

  여기서 r1은 몰드의 반경이고, r2는 상온에서 잉고트의 반경이고 θs는 고체

의 표면온도, θr은 상온(20 ℃), β는 수축계수로, 이 식으로부터 수축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지름 2.526 cm의 몰드를 사용해서 납을 연속주조하면, 상온

에서 잉고트 지름이 2.520 cm으로 β가 0.0068의 값을 갖는다.

  Waters은 납의 경우, 겉보기 팽창을 제외한 어떠한 응고 수축도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새롭게 형성된 잉고트 피막의 소성 흐름에 기인한 것

으로 air gap은 열 수축에 의해 주로 형성된다고 제안했고 그 결과 식 (6)을 

얻었다.

)s(
2

D
ag θ−θα=                            (6)

  θ는 잉고트 피막의 온도, 이 식을 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 은 몰드에서 

잉고트의 길이를 따라 어떤 치에서의 온도차가 잉고트 피막을 가로질러 

존재한다는 것이다. 피막의 내부 표면의 온도는 고상 온도 θs로 가정하 다. 

반면 잉고트의 표면 온도는 더 낮은 온도 θf 이다. 그러므로 측정된 값들을 

식  (6)의  θ에  값 을  부여 하는  것 은  쉽 지  않 다 . 철 의  경 우  α는  2×10-5로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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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θ는  평 균  잉 고 트  피 막  온 도 , (θs+θf)/2로  하여  시 간 에  한 ga의  값 을 

도 시 하면 Fig. 2.4와 같다.

 라. Break-out

    Break-out 지 기술의 개발을 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break-out 

발생에 한 메카니즘 규명, 발생 메카니즘에 의거 몰드 내에서 break-out을 

지할 수 있는 계측기에 한 연구  계측기에서 나온 출력과 조업 data를 

비교, 분석하여 break-out의 발생을 정확하게 측할 수 있는 software의 개

발이다.

  Break-out 발생 메카니즘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

면 break-out 그 자체는 몰드 내에서 열 달과 직  련을 갖고 있으며, 이

러한 열 달은 복잡한 설비  조업 변수들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Grill 등은 산모사를 통하여 mold wall과 응고 shell 사이에서 air gap이 

형성될 수 있다고 단하 으며, 이 air gap의 크기를 finite element method

로 수치 해석하여 연속주조 조업 변수를 임의로 변화시키면서 구하 다[47]. 

몰드의 구석 부분에서 발생되는 계산된 형 인 air gap의 는 Fig.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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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Estimated air gap between ingot and 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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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Example of air gap magnitude calculation

                    at the corner of a mold.

  Air gap의 형상은 응고 shell의 탄소성  거동에 의존한다. Air gap이 형

성되면 local heat flow에 향을 미쳐 주편으로부터 mold로의 heat flow가 

감소하게 되어 주편 표면온도는 증가하게 된다. 이 게 표면 재 가열로 인해 

air gap이 형성된 부근에서의 기계 인 성질이 취약하기 때문에 break-out의 

발생과 하게 련되어 있다. 한 표면 재 가열은 응고 shell의 팽창을 

야기하여 air gap의 형상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air gap의 측은 실제 으로 

두 가지 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 가지는 corner 부근에 hot spot이 존재한

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corner 부근 air gap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응고 수축

을 고려하여 mold 단면에 부여된 taper에 의해 장변에 압축력을 가한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는 몰드의 마모  break-out 발생과 하게 련되

어 있다.

  Grill 등은 주어진 주편 크기와 주조 속도에서 정 taper를 유지하면 

break-out 발생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 다. Break-out 발생 시 몰드 내에 

잔류해 있는 응고 shell의 조사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break-out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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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니즘을 제안하 다.

  1) Fig.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원인으로 meniscus 주  주편의 일

부 A가 mold에 구속된다. 이 경우 구속된 부분 A와 하방으로 인발되

는 주편 B와의 경계에서 응고 shell이 최  단응력 방향으로 단된

다.

  2) 단된 A와 B 주편 사이에서 용강이 유출된다. 유출된 용강은 몰드에 

의해 냉각되어 새로운 응고 shell, C를 형성한다.

  3) 얇은 응고 shell, C는 몰드의 진동에 의해 단되고 다시 응고 shell이 

형성된다.

  4) 몰드의 진동에 의해 2), 3) 과정이 반복되고 shell의 단 치가 몰드 

하단으로 내려온다.

  5) shell 단 치가 하강, 몰드를 빠져 나오면 용강이 유출되고 break- 

out이 발생한다.

 마. 응고 상  주조결함

    연속주조 시 응고 치는 용해로의 온도, 냉각효율, 주조속도에 의해 

향을 받는다. 이러한 변수들을 응고 기부터 수주일 후까지 일정하게 유지

시킴으로써 이로 인해 결정되는 응고 계면의 치를 고정시키는 것은 간단

한 일이다. 그러나 응고가 일어나는 부분이 매우 빠르게 마모될 수 있기 때

문에, 응고변수를 변화시켜 다른 부분에서 응고가 일어나도록 하기도 한다.

Fig. 2.6. Schematic diagram of a break-out mechanism by a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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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용해로의 가열 온도를 감소시키고 냉각능을 증가시키며 주조속도

를 감소시키면 가능하지만, 일반 으로는 주조속도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방

법을 통해 양호한 주편 표면을 얻을 수 있지만 응고 조건  조직은 변화된

다. 주조 방향과 주상정 조직 사이의 이루는 각도는 주조속도가 증가할수록 

수직에 가까워진다. 실제 으로 주조 방향과 결정성장 방향 사이의 각도가 

45도 일 때, 냉간성형 가공성이 가장 양호할 것이다. 각도가 커지면 횡 방향

의 균열을 일으키기 쉬우며 각도가 작아지면 종 방향의 균열이 일어나기 쉽

다. 이러한 응고 주편에서 발생되는 결함은 불규칙 균열(occasional cracking), 

주기  균열(periodic cracking), 체 균열(overall cracking)의 3 가지 형태

가 있다. 불규칙 균열은 응고 주편 체를 통해서 주상정 조직이 불연속 으

로 나타날 경우에 일어나게 된다. 미세한 등축정 조직은 응고 주편을 경화시

켜 균열 상이 일어나게 된다. 주기  균열은 정상 인 주상정 조직과 등축

정 조직이 주기 으로 나타날 때, 그 경계 부분에서 발생되는 균열을 말한

다. 체 균열은 응고 주편의 체에 걸쳐 등축정 조직이 나타남으로써 응고 

주편 체에 발생되는 균열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함들은 응고 조건을 균일하고 안정하게 유지시켜도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원인은 등축정 조직에 기인되기 때문에 2 차 인 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다음에는 상 주편이 완 히 단되는 경우에 해 살펴

보기로 한다. 주편이 단되는 형태로는 용융 속이 잔류함으로써 그 부분이 

끊어지는 것과 용융 속이 없이 완 한 취성 단이 일어나는 형태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러한 단 상은 “Ring 이론”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48]. 

Fig. 2.7에 ring의 형성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내었다.

  압력(P)은 응고 계면의 반고체 상태의 계면과 몰드 벽면에 작용되며 추출

력(F)은 이러한 부분의 ring을 단시키게 된다. 용융 속은 각 추출 행정 

후에 균열 홈 내부로 유입되며 이 부분이 용 되어 취약해진다. 그리고  

다시 단되며 몰드 내부에 ring이 남게 된다. 이 게 형성된 ring의 입구가 

크게 되면 정상 인 주상정 응고가 일어나게 되고, ring 입구가 작아지면 계

면으로의 1 차 수지상정의 성장을 방해하며 한, 유입되는 용융 속은 난류

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용융 속의 난류는 수지상정의  부분을 재용융

시켜 응고 계면과 ring 사이에 등축정 조직의 핵 생성을 유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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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Schematic diagram of ring formation process.

  Ring의 입구가 작아질수록 훨씬 심한 난류가 형성되고 결국, 응고 완료 후

에는 미세한 등축정으로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정상 인 주상정 

조직과 등축정 조직이 서로 번갈아 주기 으로 나타나게 되고 주기 인 균

열이 등축정 조직 부 에서 발생하게 된다. 만일 ring의 입구가 완 히 폐쇄

되면 응고 주편은 취성 단을 일으키게 된다.

  연속주조 시 고상/액상 계면에 작용하는 용융 속의 압력으로 인해 ring 

형태로 단되며 추출 후에 몰드 내부에는 고상의 ring이 남게 된다. Ring 

입구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용융 속의 흐름을 정상 으로 만들어 주어 주

상정 조직을 갖게 해 주며 입구가 작아질 경우에는, 용융 속의 흐름이 비정

상 으로 일어나 미세한 등축정 조직이 형성됨으로써 이 부분에서 균열이 

일어나게 된다. Ring 입구의 이러한 변화는 규칙 이며 이에 따라 응고 조직

이 변화된다. Ring 입구가 완 히 폐쇄되면 응고 주편은 용융 속의 공 이 

없기 때문에 단된다. 그 반면에 ring 자체가 추출 행정을 따라 주조된다면 

주편의 표면조직 하에는 등축정 조직이 형성된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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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온 용융염 반응공정 장치재료

  용융염 취 기술은 용융염 그 자체가 갖는 물리․화학  특성, 이를테면 

높은 기 도성, 고 집 취 성, 유체특성 등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여러 산

업기술에 응용되어 왔으나 특히 최근에 와서는 제트엔진, 연료 지, 매, 

태양에 지, 그리고 속 정제 등의 기술 분야에서 심의 상이 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고온 용융염을 취 하는 기기  구조재료의 부식에 

한 연구도 지속 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제트엔진이나 공업용 엔진의 

가스터빈에서 발생하는 용융 황산염(Na2SO4)에 의한 Ni기 합 의 가속산

화(accelerated oxidation)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50-53]. 이러한 가

속산화는 용융염이 고온 부품의 합  표면에 필름 상으로 부착되었을 때 발

생하는 상으로 산화속도가 기 에서 보다 훨씬 빠르고 다공성 산화피

막이 합  내부로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Goebel 등은 이러한 가속

산화에 해 합  표면의 보호성 산화피막(Ni기 합 의 NiO 혹은 Cr2O3)이 

용융염 의 Na2O와 반응하여 NiO2
2- 혹은 CrO4

2-의 형태로 용융염에 용해

되었다가 다시 산화물의 입자로 석출되어 다공성 피막을 형성하는 “염기성 

용해(basic fluxing)" 기구를 제안하 다[54,55]. Zhang과 Rapp 등은 합  내

에 포함된 원소들의 산화반응과 이에 수반되는 환원반응의 결과로 용융염 

의 염기도(basicity)에 의존하며 Na2SO4의 경우 용융염의 Na2O의 활동도

가 높을수록, 즉 용융염의 염기성이 강할수록 산화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제

시하 다[56-60]. 이와 같이 가속산화는 Na2SO4의 산-염기 평형에 의해 용

융염에 존재하는 염기성 산화물 Na2O에 의해 발생되며, 한 NaNO3와 

Na2CO3 용융염에서도 Na2SO4와 같은 부식 상이 나타났다[61,62].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염화물계 용융염들은 친수성이 강해 공기 에 노출

되었을 때 쉽게 수화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조성의 변화는 취  재료들의 

부식특성에 큰 향을  뿐 아니라 산화물과의 혼합용융염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복잡한 화학  거동으로 인하여 부식 상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이에 한 연구는 충분치 못한 실정

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이 아르곤 분

기 LiCl-Li2O  LiCl-Li2O-Li3N 용융염계에서 이루어지므로, 공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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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용융염에 한 내부식성  용융염 취 장치 재료로서의 용성을 

평가하기 하여 후보 재료물질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 스강을 선택하여 

고온 용융염 부식실험을 수행하 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 스강은 강도  

인성 등의 기계  성질이 우수하고 높은 내식성을 갖고 있어 여러 가지 부

식물질을 장하고 취 하는 공정에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국내 원자력발  

설비의 경우 해수펌  등의 소재로 스테인 스강이 사용되며, 한 경수로의 

구조물  노심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한 국내외에서 각종 용융염계 부식

시험 재료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 스강을 사용하고 있다.

6. 기화학  속 환 기술

 가. 기화학  속 환 장치

    기화학  속 환 공정을 상용화하기 해서는  단계로 해 셀 

규모를 실험실 규모에서 공학규모로 scale-up 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 셀

은 반응이 극과 용액의 계면에서 일어나는 2 차원 반응이기 때문에 열화

학 반응장치와 같은 3 차원 반응기와 비교하면 반응장치의 공간 효율이 

히 떨어지므로 scale-up의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구나 해 셀에서의 물

질 반응량은 통과 기량에 비례하는데, Faraday 상수가 96,485 C/eq로 매우 

큰 값이기 때문에 큰 류 용량의 직류 원이 공학규모 장치에는 필요하다. 

그리고 해반응에서는 실 으로 반드시 부반응이 수반되기 때문에 류

효율이 100%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으며, 큰 규모의 장치에서는 류효율 

하 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단된다. Table 2.2[63]는 매우 합리 으로 

구성되어 고도의 기술 수 을 나타내고 있는 상용규모 해시스템으로서 격

막법 소다 해 셀의 압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총 압 3.41 V  76%에 

해당하는 2.58 V는 해반응의 구동력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24%인 0.83 V

는 류가 통과되는데 소모되었으며, 공학규모 해시스템 개발을 해서는 

산화 극, 환원 극, 해질, 격막 등 4 요소를 축으로 압강하 요인을 최

한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상기한 난  때문에 기화학  속 환 공정장치의 scale-up에 한 연

구결과는 극히 제한 이다. 재는 기화학  속 환 공정에 의하여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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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2. Constituents of the Cell Potential for the Electrolysis

                of Soda by Diaphragm Method

 조 압, Vt

 도체의 압강하, I(RL + RLC)

 Anode의 압강하, IRMA

 Cathode의 압강하, IRMC

 소 물 항에 의한 압강하, I(RSA + R
S
C)

 격막에 의한 압강하, IR
D

 Anode 과 압, ηA = IR
P
A

 Cathode 과 압, ηC = IR
P
C

 이론 분해 압, (EA)eq - (EC)eq 

3.41

0.05

0.12

0.06

0.40

0.20

0.03

0.30

2.58

0.83(24%)

2.58(76%)

 류용량 150 kA, 해능력 4.6 tCl2/일, 류 도 23 A/dm2

규모로 속을 제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특히 산화티타늄의 티타늄 속으

로의 환을 심으로 진행되고 있다[64]. 효율 인 극 배치에 의하여 2 

차원 반응기인 해 셀의 처리용량을 증 시킬 수 있다. Fray 등은 극면

을 키우기 해서 Fig. 2.8에 나타낸 것처럼 recessed channel electrode를 용

융염 상에서 구리 속을 정제하는데  도입하 고, 그 결과 수율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65]. 그러나 이 방법은 용융된 구리 속이 흐르

는 성질을 이용하 으므로 본 연구의 기화학  속 환 시스템에 직  

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단되며, 극 최 화는 사용후핵연료의 물성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하여 기화학  속 환 공정을 

연구하는 미국 ANL에서는 20～350 g의 UO2를 사용한 실험을 통하여 공정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UO2-5 wt% PuO2 혼합산화물 연료의 해환원을 

성공 으로 ANL-West에서 실증하 다[66]. 산화 극에서 발생하는 산소를 

처리하는 설비를 포함한 100 kgHM/batch 규모 장치의 설계/제작과 UO2와 

mock fuel을 이용한 실험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시 에서는 

bench scale 규모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아래 Fig. 2.9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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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L의 bench scale 해 셀의 section view이다[67].

Fig. 2.8. Schematic diagrams of (a) recessed channel electrode assembly

         and (b) details of the recessed channels in the electrode surface.

Fig. 2.9. Section view of bench scale electrorefiner and cathode bas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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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기화학  속 환 제조시스템은 Li2O의 해에 의해 생성된 리

튬 속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간 해(indirect electrolysis)를 방지하고 직

해(direct electrolysis)에 의해서만 속 환이 수행되도록 장치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68]. 즉, Fig. 2.10에 나타낸 것처럼 두 개의 기 극이 사용

되어 첫 번째 기 극으로는 산화 극의 용해와 산소 이외의 기체가 발생

되는 상을 억제하도록 를 제어하며, 두 번째 기 극으로는 해질 

속의 리튬이온이 속으로의 환원을 방지하도록 제어하여 직 해 경로에 

의해서만 속 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Fig. 2.11은 직 해에서의 기

의 척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2.10. Sketch of the electrochemical cell used in the direct electro-

           chemical reduction of metal-oxides: cell with metal-basket

           cath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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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Reference potential scale for the direct oxide reduction process.

  일본에서도 50 t/yr 용량의 상용 랜트에 요구되는 여러 단 공정  하

나로 산화물 형태 사용후핵연료의 기화학  속 환 공정을 연구하고 있

다[69]. 기화학  속 환 공정의 처리 공정으로서 Fig. 2.12에 나타낸 

것처럼 'uranium collection'에서 부분의 UO2를 분리하여 기화학  속

환 공정이 처리해야 할 산화물 형태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상당량 감소시

킨다. 따라서 'uranium collection'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기

화학  속 환 공정 해 셀의 크기가 폭 어들 수 있어 해 셀 

scale-up에 한 부담이 경감된다. 그러나, 'uranium collection' 공정속도가 

상당히 느리다고 알려져 있고, 아직 공정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한 해 셀 

scale-up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이며,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공정장치가 규모

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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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Spent oxide treatment by pyro-process with UO2 collection,

           electrochemical reduction and electrorefining.

  따라서, 공정장치 규모 해 셀을 개발하기 한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소 

ACP 공정 완성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사용후핵연료 리․이용 분

야 연구에서 세계  initiative를 확보할 수 있는 발 이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실험실 규모 해 셀은 고순도 속의 제조/정제 등 산업 분

야에의 응용 가능성 한 클 것으로 기 된다.

 나. 세라믹 산화 극

    본 과제의 결과물인 세라믹 극의 제작 련한 연구는 재로서는 세

계 으로 개발 기 단계이므로 국내․외 기술개발 황 련 조사는 주로 

세라믹 산화 극 후보 재료의 선정  이들 후보로 선정된 세라믹 분말을 

개질시켜 기 도도를 높이는 방법에 치 하여 실시하 다.

 

  (1) 세라믹 산화 극 후보 재료 선정

     속 환 반응 진행  최 의  안정성을 보이는 세라믹 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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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으로 측하고 선택하기 하여 고온 용융염 속 환 반응시스템의 

설계요건과의 부합성에 주안 을 두고 문헌조사를 주로 하는 자료 조사 

 기존 실험 data의 분석을 통해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 LiCl-Li2O 용융염과 세라믹 극 사이의 계면에서 일어나는 상

       우선 LiCl-Li2O 용융염계와 세라믹 극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상

을 악하기 해 다음의 각 항에 주안 을 두고 범 하게 문헌조사를 실

시하 다.

  1) 각각의 세라믹 극의 경우 majority carrier와 minority carrier 평가

  2) 용융염과 극 표면 사이의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평가

  3) 이온이 세라믹 극 표면에 흡착되는 상에 한 double layer

     capacity 측정법 용 가능성 평가

  세라믹 극이 LiCl 용융염에 노출되면 극의 표면은 산화물/용융염 계면

의 새로운 평형 상태로 근하면서 상당히 범 한 화학  변화를 일으킨

다[70-74]. 이 경우 최 로 계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Cl
- 이온이 산화물의 

표면에 흡착되는 것인데 그 결과 산화물의 내부에는 positive charge가 생겨

난다. 산화물 반도체 극의 에서 본다면 이러한 positive charges와 

holes는 n-type 반도체의 경우 minority carrier에, p-type의 경우는 majority 

carrier에 해당한다.

  n-type 반도체인 SnO2 극의 표면에 Cl-가 흡착하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n-type 반도체 극의 경우 자가 소진된 상태의 space charge layer가 생

겨나게 되고 carrier의 농도가 많으므로 space charge layer가 상당히 엷어서 

용융염과 세라믹 극 사이의 상호작용을 수용액 계의 기 2  층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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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용융염의 이온성이 무 

완연하고 극의 표면에 흡착된 hydration layer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

유로 인해서 지 까지의 문헌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속 극과 용융염 사

이의 double layer capacity 측정법에 의한 연구 결과, 이온의 흡착 상을 

명백하게 밝 내지 못하 다.

  반면, 산화물 반도체 극의 경우 극/용융염 계면에서 측정된 interfacial 

capacity 값은 용융염 측보다는 산화물 극의 space charge capacity 쪽에 

있으므로 이의 극  의존성을 고체물리 이론을 써서 간단명료하게 기술 

할 수 있다. 이 때 산화물 반도체/용융염 계면에서의  분포와 등가 회로

를 Fig. 2.13에 나타내었다[75].

  이 경우 flat band potential, Efb는 dopant를 첨가한 산화물 반도체의 경우 

용융염과 극 표면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술해 주는 매우 요한 변수가 되

는데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potential of zero charge를 Efb로 설명된다. 이러

한 사실을 근거로 LiCl-Li2O 용융염 분 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세라믹 양

극이 갖추어야만 하는 제반 물리 , 화학  특성을 조사하 다.

   (나) 세라믹 anode의 특성 요건 분석

       우라늄 속 환 분 기에서 사용될 세라믹 양극은 우선 LiCl-Li2O 

용융염계에서 갖추어야 하는 극과 해질 사이의 charge transfer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이 외에도 갖추어야 할 요건은 경제  타산이 

맞아야 할 뿐 아니라 제조가 간단해야만 한다.

Fig. 2.13. Potential distribution and equivalent circuit

                    for the semi-conductor/melt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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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물 극을 용융염에 투입할 경우, 제일 먼  일어나는 상은 산화물 

표면의 결합 site에 Cl- 이온이 흡착된다. n-type 산화물 반도체 극의 경우

에는 양 하와 hole이 산화물 내부의 minority carrier이므로 하가 소모된 

층에 space charge layer가 형성된다. Carrier의 농도가 매우 크므로 space 

charge 층은 두께가 매우 엷을 것이다. 이 때 극의 를 + 방향으로 증

가시키게 되면 에 지 가 conduction band의 끝에서 굉장히 먼 redox 

couple의 자를 space charge layer를 통한 양자역학  tunneling 효과에 의

해서 conduction band로 이동시킨다. 이 때 극과 해질 사이의 자 이동

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 산화물 반도체 극 내부의 conduction band 혹은 

valence band가 용융염 해질 내부의 occupied or unoccupied states와 겹

쳐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용융염에서 일어나는 기화학 반응 연구에서 

band gap energy가 큰 산화물 반도체 극은 특별히 심을 끄는데 그 이유

는 하 이동 과정의 기본이 되는 에 지 련 변수들을 이들 산화물 극

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화물 반도체 극의 특성 요

건은 (1) band gap이 3.8 eV 이상이고, (2) 해당 용융염 분 기에서 화학 , 

열  안정성을 보여야만 한다. 이러한 제반 요건을 만족시키는 최  세라믹 

양극 재료의 후보로는 NiO, SnO2, Fe3O4  LiFeO2가 선정되었고 이들 세라

믹 극을 제작한 다음, 제반 특성 평가를 실시하 다.

   (다) 세라믹 극의 기 도 기구  dopant 첨가 효과

    ① NiO[76-79]

       NiO는 metal-deficit p-type 반도체로 Ni
++격자 내에 vacancy가 존재

하고 positive hole에 의한 기 도 메카니즘에 의하여 하가 이동한다.  

그 결과 NiO 격자 구조 내에 3가의 니  이온들이 형성된다. 과잉의 산화물 

이온들에 의해서 운반된 하들의 균형을 맞추기 해서 니  이온 vacancy

가 한 개 형성되면 vacancy 에 있는 두 개의 2가 니  이온이 산화되고 

이로 인해서 두 개의 3가 니  이온들이 형성된다. 이러한 순수한 NiO는 p- 

type 반도체이므로 기 도도가 pO2
1/6에서 pO2

1/4에 비례한다.

  이 경우 NiO의 기 도도는 positive hole mobility에 근거하는데 1,000 

K에서 약 10-4～10-1 Ω-1․cm-1의 기 도도를 보인다. 이 게 기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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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으면 산화 극으로 사용하기에 부 하므로 NiO에 Li을 더해 주어서 

기 도도를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Li의 농도가 0.1～0.2 atomic%일 때 

Li2O + NiO 고용체가 형성되고 3.4 atomic% 정도의 Li를 NiO에 첨가 시 

기 도도가 0.034～47 Ω-1․cm-1 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Li의 농도가 NiO에서의 Li2O의 용해도를 과하면 기 도도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포화 용해도까지만 Li2O dopant를 첨가해 주어야 한다. 아울

러 LiCl + Li2O 용융염 분 기에서 속 환 시 용융염 내에 존재하는 Li이 

in situ doping되는 효과도 고려해야만 하는데 이 경우 세라믹 극의 Li 함

량은 open circuit cell의 가동 조건에 의해서 최종 으로 결정된다.

    ② SnO2[80-89]

       SnO2는 rutile structure를 띄고 있으며 n-type wide band-gap 

semiconductor이다. SnO2의 결정 구조와 unit cell을 Fig. 2.14에 나타내었다.

Fig. 2.14에서 큰 원은 산소 원자, 작은 원은 주석 원자를 나타낸다. SnO2의 

기 도도는 산화물이 환원성 분 기에 놓일 때 혹은 산화물이 화학양론

 조성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한다.

Fig. 2.14. Unit cell of the crystal structure of SnO2(large circles:

              oxygen atoms; small circles: tin a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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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uction electron concentration은 실온에서 약 1017 cm-3이고 undoped 

SnO2의 기 도도는 약 102～103 Ω-1․cm-1에 달한다. 여기에 주기율표의 5

족 원소인 Sb를 doping하는 경우 자 도를 속의 자유 자 도치(1가 

속의 경우 1022 electrons/cm3) 까지도 상승시킬 수 있다. 이 때 도도는 

산소 분압에 역비례(∝pO2
-1/6)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Sb-doped SnO2는 LiCl 

+ Li2O 분 기에서 화학 으로나 열 으로 안정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특성

이 1,300 ℃ 까지 유지되는 장 이 있고 경제 으로 싼 값에 용융염 분 기

에서 사용하기 당한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다. 다만 SnO2는 고 도 성형이 

어렵고 융 이 약 1,127 ℃이므로 고 도 소결을 해서 액상 소결 진을 

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 목 을 해서 한 분율의 CuO를 첨가한다. 단, 

SnO2에 더해진 Sb가 용해도를 과하는 경우 impurity band가 conduction 

band와 겹치므로 도도가 감소하게 된다. 그 이유는 주로 (1) impurity 

scattering, (2) atomic disorder, (3) Sb2O5 결정의 석출  (4) SnO2의 무정

질화에 기인한다.

    ③ LiFeO2[90-93]

       LiFeO2는 A1+B3+O2 형태의 복합산화물로 B는 보통 3가 양이온이나 4

가 양이온인데 여기서는 Fe3+가 들어가 있다. 이러한 화합물은 부분 NaCl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세 가지 변화된 구조, 즉 동질 이상 구조를 띄

기도 한다. 불규칙한 NaCl 구조와 tetragonal 구조,  NaCl 구조를 기본으

로 하되 Li와 Fe 이온이 층마다 반복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LiFeO2의 세 가

지 구조가 Fig. 2.15(a)-(c)에 나와 있다.

          

            (a)                   (b)                   (c)

Fig. 2.15. Crystal structure of LiFe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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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O2에는 Fig. 2.15에 나타나 있듯이 세 가지 결정 구조가 있는데 Fig. 

2.15(a)의 뒤틀린 구조는 NaCl의 결정 구조이고 기에 발견된 결정 구조이

다. 이 경우 두 개의 양이온은 격자 체에 걸쳐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

다. 다른 비등축성 결정 구조의 가 Fig. 2.15(b)에 나와 있는데 tetragonal 

구조를 띄고 있으며 근본 으로 NaCl 구조 2 개가 겹친 형태를 띄고 있다. 

Fig. 2.15(c)의 세 번째 구조는 온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의 NaCl 구조 

내에 Li와 Fe 이온들이 교 로 층상 구조를 반복 으로 이루는 결정이다.

  이러한 삼성분계 복합산화물은 이성분계의 경우보다 열역학 으로 해석하

는데 어려운 이 많다. 삼성분계의 경우 여덟 가지의 결함(point defects) 

상태를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결함들이 다시 서로 결합되는 경우 결함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함들을 상세히 해석하려면 이

성분계를 해석할 때 보다 더 복잡한 차가 요구된다.

  LiFeO2를 실제의 속 환 공정에 사용할 때는 실제의 공정 분 기에 맞

는 세라믹 구조물을 제조해야만 하는데 화학양론 으로 정확한 LiFeO2를 

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라믹의  결함에 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결함의 구조는 속 환 분 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성분계 산화물의 경우 온도와 산소 분압만 정해지면 열역학  상

태가 정의되는데 삼성분계 산화물의 경우에는 몇 개의 변수가 더 추가되어

야만 한다. 이는 복합산화물  하나(Li2O나 Fe2O3)의 활동도(activity) 는 

두 개의 양이온(Li+/Fe3+) 사이의 비율이 될 수 있다.

  세라믹 극의 화학양론  조성은 실제의 속 환 분 기에 맞추어질 것

이므로 실제 속 환 분 기에 놓 을 때 세라믹 극의 조성이 화학양론

 조성에서 조 만 벗어나 있는 경우에는 실제의 분 기에 조성을 스스로 

맞추어 나갈 것이다.

  실제의 속 환 분 기에서 사용할 세라믹 극을 제작할 때 doping을 

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doping이 되어있지 않은 LiFeO2는 형 인 삼성

분계 산화물이 지니고 있는 복잡한 특성을 나타낸다. 이 경우 일반 으로 사

용하는 방법은 parent와 dopant 산화물을 균질하게 혼합시킨 다음 리튬과 반

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doping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수

산화물을 사용한 공침법(co-precipitation)만 고려하 다. Fig. 2.16의 작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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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에 차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91]. 한 기 도도와 격자상수 값

이 Fig. 2.17-2.18에 나와 있다. 문헌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게 doping 시킨 

LiFeO2 극의 특성이 만족스러운 반면,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

이 있다. 최 의 속 환 분 기 조건을 실험 으로 확정하는데 있어서 특

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공침 방법을 사용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DISSOLVE IN H2O
Fe SALT

DOPANT SALT

ADD AQUEOUS LiOH DROPWISE
WHILE STIRRING
TO DESIRED pH

CENTRIFUSE

WATER WASH

CENTRIFUSE

MeOH WASH

DRY

GRIND
IF NECESSARY

FINAL Ph
Co - 7
Cu - 6
Mn - 9

Fig. 2.16. Flowchart for co-precipitation step for synthesis

                 of doped ox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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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7. Resistivity of Mn-doped LiFeO2 at 650 ℃.

Fig. 2.18. Lattice constant for Mn-doped LiFeO2.

MnMn

Fig. 2.19. Seebeck coefficient for LiFe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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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9를 보면 Seebeck coefficient가 나와 있는데 속 환 반응이 일어

나는 650 ℃ 부근에서 p-to-n transition이 일어난다[91].

  Table 2.3에 나와 있는 방법을 용하여 doped LiFeO2를 제조한 결과, Co

와 Cu를 doping시킨 LiFeO2의 도도가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2.20-2.21). 이 두 원소를 사용하여 Fe3+ site에 +2가 양이온을 doping시

켜 p-type 기 도 기구가 가동되게 하 다. Mn 한 유효한 dopant로 사

용 가능하다. Mn은 LiFeO2 격자 내부의 산소 원자와 결합되어 +2가 양이온

을 첨가해 주는 효과가 있다. 이 외에도 더 valence가 높은 원소, 를 들어 

바나듐을 dopant로 사용하여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바나듐을 

dopant로 사용한 경우는 문헌에 거의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실제의 

속 환 분 기 하에서 LiFeO2 결정 내의 Li 조성이 화학양론 인 값이 아

닌 경우가 많고 이 경우 LiFeO2 결정의 기 도 기구가 p-type 반도체의 

특성을 띄기 때문이다. LiFeO2의 기 도 기구를 n-type 반도체와 같이 

하는 것이 상당히 이롭다는 것은 여러 문헌에서 밝 졌으므로 실제의 속

환 시험에서는 이러한 높은 자가를 가지는 dopant를 사용하는 것이 유

리하며  실제로 이러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엄 한 의미에서 본 연구의 목표는 LiFeO2 세라믹의 기 도

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open circuit 조건 하에서의 극 특성을 히 

유지하는 것이며 이 게 해야만 실제의 속 환 반응의 효율이 더욱 증가 

하는 것이다.

Table 2.3. Co-precipitation Formulations[91]

Dopant(mol)

Dopant for Fe
Dopant for 

Mn

Mn Cu Co Mg

0.15 0.10 0.12 0.05

Chemicals

Parent Fe(NO3)3․9H2O
Mn(NO3)2-

50% soln

Dopant
Mn(NO3)2-

50% soln
-

Co(NO3)2․

6H2O

Mg(NO3)2․

6H2O

Precipitant LiOH (NH4)2CO3 LiOH LiOH

Molarity of parent 0.15 - 0.15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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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0. Resistivity of cobalt-doped LiFeO2 at 650℃

                    as a function of dopant concentration.

Fig. 2.21. Resistivity of copper-doped LiFeO2(Cu/Fe = 1/10).

  재 세라믹 양극 구조의 최 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러한 양극에서 

일어나는 기화학 반응 메카니즘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엄 히 단

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바람직한 세라믹 양극의 구조는 기체가 통과할 수 

있는 기공도를 어느 정도 보유하여야 하고 세라믹 입자의 크기는 약 10 ㎛ 

이하로 작아서 표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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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Fe3O4 [77,93]

       Fe3O4는 n-conductor로 상온에서도 기 도도가 125 Ω-1․cm-1에 

달하므로 별도의 dopant를 첨가하지 않아도 양극으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은 기 도도를 보유하고 있다. Fe3O4의 기 도도는 온도에 

따라서 지수 함수 으로 증가하는데 기 도도는 인 해 있는 서로 다른 

하를 띈 철 원자들 사이에서 자가 뛰어서 이동하는 메카니즘으로 설명

된다.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 도도가 감소하는 상은 Fe+2와 Fe+3의 

상 인 비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 도도의 

산소 분압 의존성은 략 pO2
-1/2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산소 원

자가 vacancy 기구에 의해서 확산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문헌에 설명되어 있

다. 다만 Fe3O4는 상온에서 inverse spinel 구조를 띄지만 고온에서는 spinel 

구조로 동소 변태를 겪는다. 고온에서 Fe
2+와 Fe3+ 이온들은 tetrahedral site

와 octahedral site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Fe3+/Fe2+/O2-의 비율이 

온도  산소 분압에 하게 좌우되므로 극 제조 시 소결 온도에 따른 

한 산소 분압을 유지시켜 주어야만 한다. 를 들어 1,400 ℃에서는 산

소 분압이 0.01 atm에서 Fe
3+/Fe2+/O2-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었

다면 1,200 ℃에서는 0.0001 atm에서만 Fe3+/Fe2+/O2-의 동일한 비율이 유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Fe3O4는 용융염의 염기도(pO2-)가 간 정도인 분

기에서는 안정하지만 극단 으로 pO2-가 높거나 낮은 용융염에서는 다음의 

두 메카니즘에 의해 분해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94].

     Fe3O4(s) + O2- → 2FeO2
- + FeO(s)

     3Fe3O4(s) + 4O2- → 8FeO2
- + Fe(s)

  (2) 시제품 제조  시험을 한 세라믹 극제조 공정  변수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최 의 세라믹 극재료로 선정된 NiO, SnO2, LiFeO2, 

Fe3O4를 써서 극을 실제로 제작 시 세라믹 성형체, binder burnoff, 성형체 

 소결체의 tortuosity와 같은 제반 특성에 미치는 제조 공정변수의 향  

최 의 제조 조건의 확립에 주안 을 두고 이와 련한 국내․외 기술 개발 

황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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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속-산소 이성분계 시스템의 열역학  고찰

       이성분계 속 산화물의 경우 기체 분 기의 조성과 해질의 조성

에 따라서 해당 산화물의 독특한 열역학  상태가 Gibbs phase rule에 의해

서 정해진다. 이러한 열역학  상태의 의미는 산화물의 원자, 자 구조를 

의미하고 이러한 구조  특성에 의해서 이성분계 산화물의 기 도특성이 

결정되는 것이다. 특히 산화물 극의 특성평가와 련하여서는 이들 산화물

의 결함 구조를 설명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산화물의 기 도도와 같은 

요한 제반 물성은 산화물의 결함 구조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앞서 

Fe3+/Fe2+/O2-의 비율이 온도  산소 분압에 하게 좌우되므로 제조 시 

소결 온도에 따른 한 산소 분압을 유지시켜 주어야만 한다는 를 들었

는데 이성분계 속 산화물의 제조 공정과 련하여 Gibbs phase rule을 

용해 보면 이들 세라믹 극을 소결할 때 온도와 기체 분 기를 히 조

하여야만 하고 가능하다면 실제 우라늄 속 환 분 기와 유사한 소결 

분 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결 작업이 종료된 다음 노냉시 산화물 

극의 결함 구조는 실온과 소결 온도의 간 상태에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

게 되므로 결함 구조를 고려한 실험 조건의 최 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91,95].

   (나) 세라믹 극 제조에 공통 으로 사용된 공정

       에서 열거한 세 가지 극을 제조 시 공통 으로 고려해야 할 사

항은 1) 직경 7～8 mm에 길이가 70～80 mm인 high aspect ratio를 가지는 

극의 형상을 경제 으로 간단히 제조할 수 있어야 하고, 2) 이 게 제조된 

극의 내 충격성 특히 내열 충격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3) scale-up 

극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으로 1)의 제조 요건을 

만족시키기 하여 세 종류의 세라믹 극의 제조에 공통 으로 다음에 상

술한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 다. 2)의 제조 요건은 MgO pellet을 powder와 

함께 성형, 소결시켜서 만족시킬 수 있는데 이의 연구는 극 크기의 scale 

up이 이루어지는 2차 년도에 냉간 등압 성형법을 써서 시도해 보았으나 성

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3)항의 경우 2차 년도 말기에 새로이 slip 주조 방법

을 써서 SnO2, LiFeO2 실험용 극의 제작에 성공하 고, 냉간 등압 성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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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Fe3O4 극의 scale-up size는 성공 으로 제조하 다. 그러므로 MgO 

pellet을 세라믹 원료에 함입시켜서 제조하는 것도 3차 년도에는 본격 으로 

시도할 정이다.

    ① Cold Isostatic Pressing(CIP)

       기존의 속 die를 사용한 2 방향 압축성형 방식으로는 상기 1)항의 

aspect ratio가 큰 세라믹 극을 성형할 수 없었다. 따라서 Fig. 2.22에 표시 

되어 있는 등방향 압축 응력 방식을 이용한 CIP(냉간 등압 성형) 공정을 모

든 종류의 성형체 제조에 용해 보고자 하 다. 등압 성형은 압력을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한 일정한 크기로 작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압축된 유체를 매체로 하여 분말을 성형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를 정

수압축이라고도 하며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시키기 하여 분말을 유연성 있

는 외피로 운다[96].

  이 게 등압 성형 방식을 사용하면 다이 성형법에 비하여 다이 벽으로부

터의 마찰이 없고  압력이 어느 곳에서나 고루 달되므로 성형체의 어느 

부분에서나 도가 균일하다.  다이 벽의 마찰이 없고 유연한 형틀을 사용

하 기 때문에 성형체를 취출하기 쉬우며 다이 성형법으로는 어려운 길고 

가는 막 , 펠렛 등의 성형체로 만들 수 있다.

Fig. 2.22. Isostatic stress state in the cold isostatic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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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방법의 주된 결 은 정확한 크기의 조정이 힘들다는 것인데 이

것은 압축하기 에 분말을 균일한 도가 되도록 충 시키기가 어렵기 때

문이다. 충  도의 불균형은 압축 도가 같기 때문에 크기의 변화를 가져

오게 된다.  유연한 형틀이므로 완 한 모양을 갖추기 힘드나, Fig. 2.23에 

서와 같은 구멍이 뚫린 용기의 형틀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

  액상의 압축 매질은 상온에서 등압 성형할 경우 물을 포함하여 리세린

과 여러 가지 기름 등을 사용하는데 유압유의 사용은 간편하고  압축장치

의 부식도 방지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용기의 압축은 Fig. 2.24(a)와 같이 

고압 펌 를 사용할 수도 있고 펌 가 없을 때에는 Fig. 2.24(b)에 보인 바와 

같이 압축용기를 피스톤으로 덮고 스로 피스톤에 압력을 가하여 유체의 

압력이 달되도록 한다.

Fig. 2.23. Mold for isostatic pressing using perforated supporter[96].

             

                    (a)                            (b)

Fig. 2.24. Isostatic pressing device using (a) high pressure pump and

            (b) hydraulic press[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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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으로 주어진 성형체 도를 얻는 데에는 다이 성형에서보다 낮은 

압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등압 성형 방법은 다이 성형의 경우에 착제

(binder) 없이는 힘든 세라믹스와 같은 취성이 큰 분말도 만족스럽게 성형할 

수 있다. 성형 분말의 종류에 따라서 Fe3O4는 1,166 bar에서 약 10 간, 

NiO와 SnO2는 1,050 bar에서 약 3 간 등압 성형을 실시하 다. 각각의 압

력에서 등압 성형이 끝난 후 갑작스런 압력의 제거로 인한 세라믹 성형체의 

손이나 기타 손상을 최 한 방지하고자 1 기압까지 감압하는데 약 8 가 

걸리도록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 실제로 사용된 구멍 뚫린 지지 의 형상

이 Fig. 2.25에 나와 있다.

    ② 성형체에 혼합된 binder와 첨가제

       이러한 CIP 공정에 사용된 세라믹 분말에 성형성을 좋게 해 주는 특

성을 가진 binder와 첨가제를 혼합하 다. 세 종류의 세라믹 분말에 공통

으로 혼합한 ceramic binder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1) contaminant free 

binder일 것, 2) 후속 공정에서 plasticizer를 첨가하여 viscosity의 조 이 가

능할 것, 3) 소결 공정에서 어느 정도의 활성 소결 기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제반 조건을 만족시키는 binder로 미국 Solutia사 제품

인 acrylic B76 binder를 입수하여 MEK(19.85 g binder powder + 90 cc 

MEK) 는 toluene과 에탄올의 혼합액(6.6 g binder + 63 cc toluene + 27 

cc EtOH)에 용해시켜서 세라믹 분말에 혼합하여 등압 성형하 다. 이 때 세

라믹 분체 도를 히 조 할 목 으로 벨기에 Uniquema사의 Hypermer 

KD1 plasticizer를 MEK(1 g plasticizer + 90 cc MEK)에 용해시켜서 세라믹 

분말에 혼합하 다[91].

Fig. 2.25. Perforated aluminum sup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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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O와 SnO2의 경우 기 도도를 높여  목 으로 각각 LiOH  

Sb2O3로 doping 시켰는데 이는 다음에 기술하 다. Fe3O4는 기 도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dopant를 첨가하지 않고도 양극 재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③ Slip 주조법[96,97]

       SnO2 세라믹 분말은 CIP 법으로 aspect 비가 큰 극을 제조할 수 

없었으므로 slip 주조 방법을 써서 소형 실험용 극을 제작하 다. 이 방법

은 오랫동안 요업 공정 기술로 사용되어 오던 방법으로 가장 근본 인 것은 

액상 매질에 부유하는 미세한 분말 입자(slip)이다. 이 공법의 특징은 콜로이

드 서스펜션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분말 입자는 다른 성형에 의한 것보다 무

척 고와서 보통 5 ㎛ 미만의 크기를 갖는다. 20 ㎛ 이상의 입도를 갖는 것은 

매우 큰 침강 속도를 갖기 때문에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서스펜션을 slip이

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수분을 다공성의 주형에 흡수시킨다. 이 게 주형의 

표면에 한 두께의 세라믹 입자를 고착시키고 나면 나머지 slip은 배수시

키고 고착된 세라믹 입자는 탈수 처리를 더 진행하여 주형을 제거한다. 본 

연구에서는 CIP 법으로 성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했던 SnO2, LiFeO2 분말의 

비압축 성형에 이 slip 주조 방식을 용하 다. 일반 으로 분말의 침강과 

응결을 막기 한 부유제나 해교제(deflocculant)와 같은 첨가제를 사용한다.

  먼  첨가제를 섞은 분말 용액을 액체를 흡수하는 재료로 만든 석고 주형

에다 채운다. 석고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1) 가격이 렴하고, 2) 일단 기

 패턴(master pattern)이 완성되면 비교  간단하게 주형을 제조할 수 있

고, 3) 기공도를 조 할 수 있으며, 4) 건조시킨 다음 재사용이 가능하다. 액

체가 흡수되고 분말이 완 히 주형 벽에 흡착되었으면 이 slip 주형을 주형

으로부터 떼어내어 말린 다음에 소결한다. 이 게 얻은 green 상태의 성형체

는 수분 함량이 낮은 콜로이드 상의 응집체와 아주 유사한 물성을 가지고 

있다. 부분의 용액으로는 물을 사용하는데 만일 분말과의 반응이 문제가 

될 때에는 100% 알코올과 같은 다른 액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액체가 slip 

으로부터 추출되어 나가는 비율은 원래의 석고의 조성과 같은 여러 요인에 

좌우된다. 석고의 조성은 흔히 석고 무게 100에 하여 첨가한 물의 무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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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다. 보통 70～80 범 의 석고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 경우 석고 주

형의 기공도, 다시 말해서 slip의 물을 제거시킬 수 있는 정도는 석고 주형 

혼합물 내부의 물 함량에 비례한다. 물을 많이 흡수하는 경우 석고 주형의 

강도는 물론 감소한다. 그러나 주형 내부의 기공 분율이 더 많을수록 흡수성

은 속히 증가한다. 주형의 최 의 건조도도 역시 액체 추출율( 는 주형

율)에 향을 미친다.

  이러한 slip 주형법에 사용되는 용매가 석고 주형의 모세  상에 의하여 

흡수될 때 생겨나는 cast layer의 모식도가 Fig. 2.26에 나와 있다. 이 경우

mold-slip 계면에서 세라믹 입자들의 응집 층이 생겨나는데 이 때의 반응 속

도는 물이 slip에서 추출되어 모세 으로 흡수되는 속도에 좌우된다. 즉 반응 

속도는 응집된 세라믹 입자 층을 통과하는 물의 이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Fig. 2.26.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formation of a slip-cast layer

           formed by the extraction of water by capillary action

           of a plaster of paris mold[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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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집된 세라믹 입자 층이 두꺼워 질수록 물질이 이동하는 속도는 감소하

게 되는데 그 이유는 침투 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보다 정량

으로 기술해 보면,

J= -K
dP
dx

로 되는데 평면상의 응집 층이 1 방향 물질 이동에 의해서 일어나고 단  

시간, 단  면 당 물분자 이동(flux) JH2O는 석고 주형 내부의 모세 에 의

한 압력 차이에 좌우된다. 침투 계수 K는 세라믹 입자의 크기, 입자의 충  

정도, 용매의 도, 그리고 온도에 민감하다. Slip 내부의 물의 압력 Ps는 1 

기압이고 mold 내부의 물의 압력은 Pm으로 이 두 값의 차이는 ΔP = Ps - 

Pm ≈ 2Ύ/r이다. 이 때 표면장력은 앞서 언 한 해교제의 종류에 따라 좌우

된다. Mold 내부의 모세 들이 충 될 때 까지 ΔP는 거의 일정하고 이 때의 

flux는 응집 세라믹 층 두께의 변화율 dx/dt와 련되어 있다.

J=(
1
kρ

)
dx
dt

=-Κ
dP
dx

=-Κ
ΔP
x

≅-Κ
2γ
rx

여기서 ρ는 응집 층의 도이고 κ는 응집된 세라믹 입자 층의 부피로 변환

된 물 부피를 나타내는 비례상수이다.  식을 분하면,

                         x=(2Κρκ
2γ
r

) 1 / 2t 1 / 2

로 되고 이는 일반 인 포물선형 방정식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x=(Κ't) 1 / 2

즉 slip 주조된 세라믹 성형체의 벽 두께는 시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이러

한 포물선형 속도 법칙은 반응 층을 통과하는 물질 수송 속도에 의해서 반

응이 일어날 때 주로 찰된다. 그러므로 slip 주조 공정을 조 할 수 있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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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 콜로이드 서스펜션의 특성, 2) 주형 벽과 고착되는 세라믹 입자의 구

조, 3) 주형의 흡수성을 알아야만 한다. 액체 함량이 높아 도가 낮은 콜로

이드 서스펜션의 경우 주형 벽에 고착되는 세라믹 입자가 서서히 형성되는

데 그 이유는 이 게 고착된 세라믹 입자를 통해서 다량의 물이 여과되어야

만하고 주형 내부의 흡수에 필요한 물의 농도차가 감소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 한 이 경우 도가 낮은 slip을 사용해야만 주형 벽의 복잡한 형상을 

골고루 채워  수 있고 공기 기포가 들어차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해교제를 첨가해야만 slip의 유동성이 커지면서 액체의 함량이 최소로 될 수 

있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 의 하나가 규산나트륨이나 탄산나트륨을 slip에 

첨가시켜서 pH를 조 하는 것이다. 2 차원으로 성장한 층상 구조입자에 비

해서 등축상(equiaxed) 성장한 입자는 비교  물질을 잘 투과시키는 세라믹 

입자 고착 층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slip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

쇄시킨 실리카나 다른 소재를 첨가시키는 이유는 이러한 등축 성장을 용이

하게 해 주기 함이다. 이러한 소재를 첨가해 주지 않는 경우 투과성이 좋

지 않은 세라믹 고착 층이 형성된다. 이러한 slip 주조 공정을 가장 간명하게 

설명해 주는 공정은 여과(filtration) 공정이다. 두 경우 모두 되는 고체 

입자들을 통한 압력 차이가 있고 이를 통한 물질의 확산이 수반된다. 단 여

과의 경우는 서스펜션 측에 높은 압력이, 배수가 되는 방향에 부분 으로 진

공 상태가 유지되지만 slip 주조 공정에 있어서 압력 차이는 삼투압에 의한 

것으로 인 한 주형 벽으로 물을 흡수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주형은 추출율이 무 크지 않도록 신다. Slip 주형은 무엇보다도 복잡

한 형상의 성형체를 얻을 수 있다는 것과 배수 주형법이 사용될 경우 오목

한 모양의 성형에 사용된다. 즉 배수 주형법이란 slip을 주형 틀에 부어 경험

에 따라서 원하는 만큼 얼마간 두었다가 나머지 slip은 버리고 오목한 slip 

주형만 남겨둔다. 이것은 주형 속에서 건조되어 수축되면 주형 벽에서 떨어

져 나오므로 떼어내기 쉽게 된다. 이 slip 주형 방법의 가장 큰 결 은 시간

이 많이 걸린다는 것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조할 물품

의 수가 은 경우, 를 들어 도 가들에게는 많이 애용되는 방식이다.   

산업 생산품의 경우에는 열 를 통과시키는 알루미나 처럼 벽이 얇은 

세라믹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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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체형 cathode 극에서 AM, AEM 산화물의 물질 달 특성 규명

    Voloxidation 공정을 거쳐 분말화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구성 성분

들은 기화학  속 환 환원공정의 일체형 환원 극(cathode) 내에 충

되어 고온 용융 LiCl-Li2O계에서 기 , 화학  환원 분 기에 놓여지게 된

다. 이 때, 각 구성 성분은 용융염에 한 화학  반응 특성  기  퍼텐

셜 차이에 의해 각기 안정 인 형태로 변화하며 그 결과 크게 세 가지의 최

종  형태를 상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U  TRU 원소들로 산소 원자를 

잃어 환원된 속 형태로 환원 극을 구성하는 다공성 필터 내에서 회수되

는 것들이다. 두 번째는 기  환원 과정이 종결되었을 때 용융염에 용해되

어 용융염과 함께 재순환되는 알카리  알카리토 속 계열 원소들로 선택

 분리를 해 용융염의 재순환 이  고온에서 안정 인 제올라이트에 흡

착되어 제거된다[98]. 마지막으로 희토류 원소들은 산화리튬과 상호 작용을 

통해 일부는 반응하여 용융염에 소량 용해되며 나머지는 환원 극 내에 잔

존하게 된다.

  CDC(cobalt dicabollide) 등을 이용한 습식 방법에서는 이온 교환 방식으로 

Cs과 Sr을 흡착 제거하는 반면에 1990년  후반 고온 건식공정의 개발과 함

께 미국 ANL에서는 제올라이트에 의한 폐기물 처리를 크게 제올라이트의 

탈수(dehydration), 용융염과의 고온 혼합(hot blending), glass frit과의 온 

혼합(cold mixing)과 고온 압착(hot pressing) 과정의 네 가지 공정을 거쳐 

부피를 감소시켜 처분시키는 개념으로 설정하 다[98,99]. 최근에는 용융염의 

종류에 따라 리튬 는 나트륨 인산염을 사용하여 고온 용융염에서 핵분열 

생성물을 침 시켜 제거하는 방법이 연구 발표되었다[100]. 인산염은 부분

의 염화물계에서 불용성이며 유리화에 편리하고 높은 방사성에서도 비교  

안정하다는 성질을 이용했지만 아직까지 공정 개념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

태이다.

  고방열성 핵종인 Cs과 Sr의 사용후핵연료 내에서의 조성은 연소도와 냉각 

기간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Table 2.4에 정리한 것과 같이 상 으로 낮

으나, Table 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방사성 독성은 매우 커서 주요 제거 

상 핵종으로 분류된다[62]. 리튬환원 공정에서 이들 핵종의 산화물들은 염화

리튬과 반응함으로서 염화물로 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102].



- 53 -

Table 2.4. Composition of Spent Nuclear Fuel(Contents of 1 ton PWR Fuel

          at 50 MWd/kg Burnup after Cooling for 10 years)

Nuclide Amount (kg) Nuclide Amount (kg)

U 955.4 90Sr 0.7

Pu 8.5 129I 0.2

Np 0.5 99Tc 0.8

Am 1.6 79Se 0.006

Cm 0.02 Mo isotopes 3.4

Lanthanides 10.1 Ru isotopes 2.2

137Cs 1.5 Rh isotopes 0.4

135Cs 0.3 Pd isotopes 1.4

Table 2.5. Principal Contributors to the Radiotoxicity of PWR Spent Fuel

Isotope Sv/ton Isotope Sv/ton Isotope Sv/ton

U-236 6.0E+02 Sr-90 9.2E+07 Y-90 8.9E+06

U-238 5.0E+02 Cs-134 1.4E+07 Ce-144 3.7E+04

Np-237 3.0E+03 Cs-137 6.3E+07 Pr-144 3.5E+02

Pu-238 3.5E+07 Pm-147 6.6E+04

Pu-239 2.8E+06 Sm-151 5.0E+03

Pu-241 2.0E+07 Eu-154 8.7E+05

Pu-242 2.0E+04 Eu-155 1.5E+04

Am-241 1.9E+07 Ru-106 2.0E+05

Am-243 7.7E+05

Cm-244 4.9E+07

  Table 2.6에 보인 바와 같이 표 상태 반응 깁스에 지 변화를 계산한 결

과 공정 온도(650 ℃)를 포함하는 일정 온도 범 에서 자발 으로 반응이 진

행될 것이 상된다. SrO의 경우 반응 자유에 지 변화는 은 양의 값을 

나타내지만 실제 공정에서는 과량의 LiCl이 사용되므로 반응 진행도는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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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방향으로 옮겨지며 그 결과 SrO 부분은 SrCl2로 변화될 것으로 단된

다. 순수한 고체 Cs2O는 360～400 ℃에서 분해되어 용융 과 액체의 물성이 

보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Table 2.6의 계산에 사용된 Cs2O의 깁스 자유에

지 값은 고체의 값을 계산 온도까지 외삽하여 결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화학  속 환 환원공정의 일체형 환원 극에서 용

융염으로 용출되어 나오는 알카리, 알카리토 속 산화물의 물질 달 특성을 

측정하여 환원 극을 구성하고 있는 마그네시아 필터를 통과하는 기공 확산 

물질 달과 산화물 분말 내에서의 물질 달의 향을 평가하여 체 인 물

질 달 특성을 측정하 다. 한 기  환원 분 기에서 속 원소들의 최

종 인 분포를 측하기 하여 각 속 산화물의 용해도를 추산하 으며 

속 원소들의 환원 를 측정하여 일체형 환원 극에서 발생하는 기화

학  거동을 규명하고자 하 다. 이와 함께 산화리튬의 농도  류 도와 

같은 공정 변수에 따른 속 산화물의 물질 달 거동을 악하고자 하 다.

Table 2.6. Standard State Reaction Gibbs Energy Changes of AM and

            AEM Oxides in Molten LiCl

Reactions T(℃) ΔG(kJ)

2LiCl(l)+Cs2O(l)* ↔ Li2O(s)+2CsCl(s)
650 -294.6005

700 -291.9235

2LiCl(l)+SrO(s) ↔ Li2O(s)+SrCl2(s)
650 5.6266

700 9.2931

2LiCl(l)+BaO(s) ↔ Li2O(s)+BaCl2(s)
650 -55.4906

700 -51.2391

 *Extrapolat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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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단 공정별 공정개선  실증시설 설계자료 확보

제 1   리튬에 의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장치 개발

  미국 DOE와 ANL 연구소에서는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고온 LiCl 용융염

계에서 속으로 환하고, 악티나이드 원소를 일  회수하여 속핵연료주

기에 재순환하는 개념을 확립하 다. 고온 용융염계에서 산화물 사용후핵연

료를 속으로 환하는 기술에 한 심층 인 검토를 통해 최종 으로 반

응온도와 부식성 측면에서 유리한 리튬공정을 최종 으로 선정하 다. 특히 

리튬공정은 LiCl 용융염계에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Li2O가 LiCl 용융염에 한 용해특성으로 인해 속 환율의 향상은 물론 

Li2O의 해특성을 이용하여 다시 리튬 속을 회수할 수 있다는 기술  측

면에서 타 공정에 비해 큰 장 이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1-3].

  미국 ANL 연구소는 후속공정인 해정련 공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산

화물 사용후핵연료의 펠렛 혹은 입자를 일정 형태의 basket에 충진한 상태

에서 속 환하는 리튬공정의 개념을 확립하고, 모의 산화물 사용후핵연료

를 상으로 실험실 규모(20 kgHM/batch)의 속 환 공정에 한 검증을 

완료하 다[4,5].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단계에서 생성된 Li2O의 농도 증가는 우

라늄과 루토늄 산화물의 속 환율 하와 기타 희토류 산화물 원소와의 

부반응에 의한 복합산화물 생성을 동반하는 반응 메카니즘을 나타낸다[6,7]. 

따라서 리튬공정은 Li2O의 최종 농도를 3.2 wt% 이하로 제한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된 반응 조건에서조차 산화물 사용후핵연료 펠렛의 속 환 

반응시간은 약 80 시간이 소요되고, 속 환율이 상 으로 낮다는 단 이 

있다[8]. 한 장치공학  측면에서도 고속 교반에 의한 basket 내 핵연료 물

질 손실, 후속공정과 연계성 등의 문제 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 해결 방안으로 속 환 장치와 

smelter를 일체화한 속 환 장치의 개념과 직 여과법을 용한 일체형 

속 환 장치에 한 개념을 제시하 다. 속 환과 smelter를 일체화한 

속 환 장치는 1,300 ℃의 온도 조건에서 내열성과 고온 LiCl-Li2O 용융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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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내부식 특성을 갖은 장치재료의 선정이 핵심이다. 본 방안은 운 성 

측면에서 매우 양호할 것으로 단되나, 장치재료에 한 선정평가가 선행되

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장치개념에 한 비평가를 통해 최종

으로 직 여과법을 용한 일체형 속 환 장치개념을 선정하고 장치개념

에 한 검증실험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를 이용하여 미세 우라늄 속의 

여과특성  회수율에 한 평가와 더불어 LiCl 용융염계에 한 리튬 속의 

낮은 용해도와 도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의 해결 방안으로 용융된 리튬

속을 일정하게 공 하는 장치개념에 한 검증을 수행하 다. 한 반응공

학 측면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속도에 한 정량 인 평가를 통해 

선행공정인 건식분말화 공정에 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 다.

1. 고온 LiCl-Li2O-Li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속분말 분리방안 평가

 가. 우라늄 속분말 분리를 한 속 환 장치개념

  (1) 직 여과법을 용한 속 환 장치개념

     미국 ANL 연구소에서 개발한 속 환 장치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핵연료 물질 손실  반응속도의 한계로 인해 실용화하기 해서는 여

러 문제 이 선행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 실용화 방안으로 리

튬공정을 근간으로 한 직 여과법의 일체형 속 환 장치의 개념을 제시하

다. 본 장치는 LiCl-Li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을 완료한 

다음, 생성된 우라늄 속분말을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를 이용하여 분리하

는 개념으로 Fig. 3.1과 같다. 본 장치의 핵심은 우라늄 속분말의 회수율이 

건이다. 따라서 본 장치는 강제 교반 수단을 이용하여 반응기 면에 침

된 우라늄 속분말을 부유시키고,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를 이용하여 용융

염과 우라늄 속분말을 직  여과, 분리하는 개념이다. 우라늄 속분말을 

회수한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는 직  smelting 단계로 도입하여 우라늄 

속 잉고트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후속공정과의 연계성 향상 측면에서

도 바람직하다. 본 장치는 Fig. 3.1과 같이 교반장치와 용융염 방출을 한 

수동형 밸 ,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로 구성된다. 본 장치는 속 환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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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단계를 연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속 환 단계에서는 공

압 실린더로 작동되는 수동형 밸 를 닫은 상태에서 우라늄 산화물을 속

환하고, 속 환 반응이 완료된 다음에는 교반장치를 이용하여 비교  높

은 도를 갖는 우라늄 속을 LiCl 용융염계로 분산시킨다. 교반과 동시에 

공압 실린더로 작동되는 수동형 밸 를 개방하여 우라늄 속분말과 LiCl 용

용염이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로 유입되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본 방

안의 용성 평가를 해 고온 LiCl 용융염에 한 마그네시아 재질의 내열 

 내부식 특성,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의 여과특성  반응기 면의 잔류 

우라늄 속의 배제를 한 반응기 면 경사각, 교반속도 등에 한 최 화 

실험을 수행하 다.

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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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gnetic drive; 2. Air cylinder; 3. Thermocouple; 4. Sampling port;
5. Valve; 6. Agitator; 7. Furnace; 8. Magnesia filter; 9. Salt receiving tank;
10. Ar inlet; 11. Ar outlet; 12. Cooling water inlet; 13. Cooling water outlet

Fig. 3.1. Schematic view of the metallization and filtration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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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속 환과 smelting 장치를 일체화한 속 환 장치의 개념

     본 장치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리튬공정의 실용화 방안으로 제

시된 개념으로써 후속공정과의 연계성  공정의 단순화를 해 속 환 

공정과 smelting 공정을 일체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장치 공학  측면에서 

속 환과 smelting 공정의 기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본 장치는 Fig. 

3.2와 같이 유도가열로와 graphite 재질의 반응기, 폐용융염 이송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Graphite Crucible; 2. Induction furnace; 3. Tantalum stirrer; 4. Molten salt discharge;
5. Thermocouple; 6. Stopper; 7. Ar cooling chamber; 8. LiCl, U3O8, Li inlet;
9. Screw feeder; 10. To condenser; 11. Load Cell & U-metal receiver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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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Schematic view of the metallization and smelt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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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치 개념의 핵심은 1,300 ℃ 온도 조건에서의 내열특성을 갖는 장치 

재질의 선정과 LiCl 용융염의 유출방지 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

하기 해 우라늄 용융 속의 배출  LiCl 용융염 유출 방지를 한 특수 

밸 가 고안되었으며, 특히 장치재료는 1,300 ℃ 온도 조건에서 내열특성을 

갖는 속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치개념의 검증실험에서는 graphite를 

사용하 다. 본 장치는 속 환 단계에서는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을 완

료한 다음, 폐용융염을 리튬 속 회수장치로 이송하고, 반응기 면의 잔류 

우라늄 속분말을 직  용융한 다음, 용융된 우라늄 속을 반응기 하단의 

용기에 수집하고, 잉고트화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LiCl-Li2O-Li 복합 용

융염계에서 graphite 장치재료의 안 성 평가를 수행하고, 연속 운 개념에 

한 실험  검증을 수행하 다.

 나. 우라늄 속분말 분리 방안의 실험  평가

  (1) 직 여과법을 용한 속 환장치

     본 장치의 개념에 한 공정 용성 평가를 해 Fig. 3.3과 같이 2  

반응 으로 구성된 실험실 규모의 속 환 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본 장

치개념의 검증실험은 우라늄 속 회수율 향상 에서 반응기 면의 경

사각, 용융염 여과시스템의 치, 교반속도에 한 평가와 다공성 마그네시

아 필터의 내열  여과특성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가)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의 여과특성

        650 ℃의 LiCl 용융염계에서 마그네시아 재질은 수회 사용한 조건에

서 체 으로 내부식 특성과 열  안정성이 매우 양호한 특성을 나타낸다.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의 평균 기공크기는 약 3 ㎛이며, 30～40%의 기공율

을 갖는다. 실험실 규모의 속 환 장치에서 LiCl 용융염의 여과속도는 여

과면 당 약 0.6～0.9 cm
3/min의 여과속도를 나타내었다. 평균 입자크기가 

15 ㎛인 우라늄 속의 여과성이 매우 양호하며, 95% 이상의 우라늄 속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열충격  기계  강도도 공정 용에 문제가 없

을 정도로 양호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단지 여과 과정에서 다공성 마그네시

아 필터와 반응기 면과의  부 를 통해 일부 여과되지 않은 용융염이 

배출되는 상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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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gnetic drive; 2. Valve; 3. Agitator; 4. Furnace;
5. Magnesia filter; 6. Salt receiving tank;
7. Cooling water inlet; 8. Cooling water outlet

Fig. 3.3. Experimental apparatus of the metallization and filtration.

  이와 같은 문제 은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와 반응기 면과의 폐성 

유지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다. 여과특성 실험결과,  본 장치개념의 공학  

규모의 장치 개발을 해서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의 성능(기계  강도, 

기공율  기공크기), 수동형 밸  작동의 용이성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

터 housing의 설치  탈착 방법 등에 한 설계요건의 확립이 요구된다.

   (나) 속 환 반응기에서 우라늄 속분말의 분리특성

       본 장치는 비교  도가 큰 우라늄 속을 LiCl 용융염계에 분산하

고, 이를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로 직  여과하는 개념으로, 우라늄 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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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공정 용성 평가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에서 

반응기 면에서 우라늄 속의 유동성 증가를 해 반응기 면에 일정 경

사를 두었다. 특히 속 환 장치의 높이 한계로 인해 반응기 면의 경사각

을 증가시킬 수 없다. 심 부 에 치한 교반장치로 인해 수동형 밸 는 

반응기 외측에 치하고, 반응기 면의 경사각을 10°로 유지하 다. 우라늄 

속분말의 분리특성 실험은 LiCl 500 g, U3O8 50 g  리튬 속 과잉량 

30%인 조건에서 U3O8을 직  속 환한 다음, 우라늄 속분말의 분리특성

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반응기 면의 경사각이 10°인 속 환 장치는 

교반속도에 무 하게 다공성 필터에 수집되는 속분말의 회수율은 30% 이

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도가 큰 우라늄 속분말은 경사각 하단 

부 에 일정 층 두께로 침 된 상태로 존재하 다. 이와 같은 상은 반응기 

심에서 한쪽 방향으로 편 된 수동형 밸  스템의 방해  역할에 기인하

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속분말의 분산성을 직  

육안으로 악하기 해서 속 환 장치와 동일한 규모의 장치를 아크릴로 

제작하여 수행하 다. 본 실험에서는 수동형 밸  치  교반속도, 반응기 

면의 경사각에 한 향을 으로 악하 다. 모의 계에서 우라늄 

속분말의 분리특성 분석 결과, 반응기 면의 경사각은 30°이상이 요구되며, 

교반  반응기 면에서 우라늄 속 침 을 방지하기 해서는 수동형 밸

를 속 환 장치 앙에 치하고, 양 방향에 교반장치의 설치가 요구되

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우라늄 속분말은 교반속도 200～300 rpm에서 

95% 이상 분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의 계에서 우라늄 속분말의 분리 최  조건을 반 하여 속 환 장

치의 수동형 밸  치 재조정  수동형 밸 의 축 양 방향에 교반기를 설

치하 다. 상기와 같은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체로 우라늄 속분말의 분

리는 매우 양호하 다. 그러나 우라늄 속분말의 최  분산효율을 나타내는 

교반속도 200 rpm인 조건에서도 일부 우라늄 속분말이 수동형 밸  축 방

향으로 침 되는 상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상을 방지하기 해 수동

형 밸 의 축을 보완한 결과,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에 수집된 우라늄 속

분말은 99% 이상을 나타내었다. Fig 3.4는 우라늄 속분말과 용융염이 분리

된 후 내부 반응기의 상태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에 수집된 우라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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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Reactor and uranium metal filtered in porous magnesia filter.

분말을 나타낸 것으로 내부 반응기의 경사 면에는 과잉의 리튬 속이 표

면에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다.

  (2) 속 환과 smelting 장치를 일체화한 속 환 장치

     본 장치개념의 용성은 우선 장치재료 에서의 평가를 해 속

환 반응과 동일한 LiCl-Li2O-Li 용융염계에서 수행하 다. 장치재료 평가는 

우선 LiCl 용융염 침출, 복합용융염과 graphite와의 반응성에 한 비평가

를 우선 수행하 다. LiCl-Li2O-Li 복합용융염계에서 graphite 반응기를 장시

간 방치한 결과, Fig. 3.5와 같이 graphite 반응기가 깨지는 상이 발생하

다.

Fig. 3.5. Damaged graphite cruc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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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용융염 경계면을 심으로 graphite 반응기가 패이고, 흰색 띠가 형

성되었다. 실험 조건의 LiCl-Li2O-Li 복합용융염은 리튬 속이 용해도 이상

으로 존재하며, 비교  도가 낮은 리튬 속은 복합용융염계에 부유된다. 

이와 같은 상론  에서 상기 상을 규명하고자 하 다. 생성된 흰색

물질의 X-ray 회 분석 결과, lithium carbide로 확인되었다. 즉 리튬 속과 

graphite와의 반응에 의해 Li2C2를 생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Graphite 반

응기는 물론 용융염과 한 부 에서 미세 기공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graphite 반응기는 LiCl 용융염의 침출이 발생되는 치명 인 

상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며, 용융염 경계면 주 에서는 반응기가 손되는 

상이 발생되었다. 이와 같은 상으로 고려할 때, 본 방안의 장치재료로는 

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치개념은 기본 으로 속 환 반응 

 smelting 온도 조건에서 내열특성을 갖는 장치재료의 선정이 핵심임을 고

려할 때, 재 상용화된 장치재료로는 기 요건의 부합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상의 방지를 해 graphite에 yttria를 코 한 반응기를 사용한 평가

에서도 거의 유사한 상이 발생되었다. 특히 상온에서 균일하게 코 된 

yttria 표면은 반응기의 온도구배에 의한 열팽창 차로 인해 코  부 가 갈

라지고, 상기와 같은 동일한 실험  상이 발생되었다. 향후 본 장치개념의 

용을 해서는 장치재료에 한 연구가 먼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

된다.

2. 속 환 장치의 리튬 속 공 방법 평가

  실험실 규모의 리튬공정은 일반 으로 과잉량의 리튬 속을 반응 기에 

공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공정 안 성 확보를 해 속 환 장치는 

산소  수분의 농도를 5 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리튬 속은 LiCl 용융

염계에 한 용해도와 도(650 ℃에서 0.5 mol%  0.511 g/cm
3)가 매우 

낮기 때문에 속 환 단계에서 공 된 과잉의 리튬 속은 LiCl 용융염계에 

부유된 상태로 존재한다. 이로 인해 리튬 속의 증발 가속화는 물론 cover 

gas와 함께 반응기 외부로 배출되는 상이 발생된다. 배출된 리튬 속은 응

축에 의한 배출 의 막힘 상과 외부 공기와의 에 의해 속한 산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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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동반하기 때문에 속 환 장치의 안 성 측면에서 치명 인 결과를 

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속 환 장치의 최 화와 더불어 공

정 안 성 향상 차원에서 리튬 속을 속 환 장치의 내부 온도를 이용하

여 리튬 속을 용융하고, 반응시간 동안 일정하게 공 하는 방안에 해 검

토를 수행하 다.

 가. 리튬 속 공 방안

    본 리튬 속 공 방안은 Fig. 3.6과 같이 반응기의 내부 온도와 속

환 장치의 랜지 상단에 설치된 가열시스템을 이용하여 리튬 속(용융 : 

183.4 ℃)을 용융하고, 수동형 미세조  밸 로 리튬 속 공 량을 제어하는 

개념이다. 특히 리튬 속의 취  용이성을 고려하여 리튬 속 공 시스템은 

Fig. 3.6과 같이 탈장착형으로 제작하고, 불활성 분 기 로 박스에서 일정

량의 리튬 속을 정량  포장한 다음, 실험실 규모의 속 환 장치에 설치

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Fig. 3.6. Supply system of the molten lithium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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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리튬 속 공 방안의 실험  평가

    실험실 규모의 속 환 장치를 이용한 리튬 속 공 시스템에 한 평

가는 U3O8 150 g, 리튬 속 과잉량 140%인 조건에서 수행하 다. 과잉량 

140%인 리튬 속 부피는 55 ml로 반응시간 10 시간 동안 소량 리튬 속의 

일정량 공 자체 뿐만 아니라 공 량의 측정도 어려웠다. 따라서 용융된 리

튬 속 소량 제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속 환 반응속도에 비례하여 리튬

속을 공 하는 방안을 검토하 다. 반응 기에 리튬 속 이론  요구량의 

60%를 공 하고, 1 시간 간격으로 나머지 리튬 속을 단계별로 공 하는 방

안에 해 실험  평가를 수행하 다. 상기의 방법으로 실험실 규모의 속

환 장치에 한 용성 평가실험을 수행한 결과, 강제 교반속도를 크게 감

소시킨 조건에서도 97% 이상의 속 환율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mock-up 아르곤 셀의 불활성 가스  수분  산소의 한계농도 유지가 불

가능한 을 고려할 때, 상기 방안이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특히 리튬 속 공 시스템은 속 환 장치의 운 성  보완성 측면

에서 강제 교반조건을 완화시키고, 리튬 속을 산소  수분의 한계농도로 

유지되는 로 박스에서 취 함으로써 속 환 장치의 설계요건 완화  

650 ℃의 속 환 반응조건에서 증발 리튬 속의 감화에 의한 공정 안

성 측면에서 큰 장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3. 우라늄 산화물에 따른 속 환 특성평가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의 flow sheet 확립의 일환으

로 고온 LiCl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에 따른 속 환 속도와 환율의 

정량 인 평가를 통해 속 환 공정의 처리 공정을 확립하고자 하 다. 

본 실험에서는 고온 LiCl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 펠렛의 속 환 시간

이 장시간 소요됨을 고려하여 평균 입자크기가 10～15 ㎛인 U3O8과 UO2 분

말을 상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반응은 

우라늄 속의 기공에 생성된 Li2O의 확산속도가 율속단계임을 고려하여, 

LiCl-Li2O 용융염계의 조성 변화가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율에 미치는 

향에 해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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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실험장치  방법

    고온 LiCl-Li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율을 측정하기 

한 장치는 Fig. 3.7과 같이 회분식 반응기를 이용하 다. 회분식 반응기는 스

테인 스강의 이  반응 , 아르곤 가스 공 시스템  항식 가열로, K 

type의 열 와 교반기로 구성된다. 특히 LiCl과 Li2O는 흡수성과 산화성을 

고려하여 불활성 분 기의 로 박스에서 정량  포장하고, 불활성 분 기

의 폐된 조건에서 반응기에 공 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반응

기는 Fig. 3.7과 같이 증발된 용융염의 응축과 냉각을 한 cooling jacket과 

열 , 압력계, 교반기  샘 링을 한 장치가 설치된다. 특히 반응기의 

교반은 폐형 magnetic drive의 특수 교반장치를 이용하여 반응  공기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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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7. Schematic diagram of apparatus for the metallization of

              uranium oxide in a LiCl-Li molten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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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실험은 LiCl 용융염과 우라늄 산화물의 무게비

를 9 이내의 범 에서 설정하 고, 특히 반응온도는 LiCl 용융   우라늄 

속과 철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650 ℃ 이내의 온도 조건에서 수행하 다. 

반응시간에 따른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율은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

를 측정하여 결정하 다. 용융염 시료는 일정 진공압으로 유지되는 시료 채

취기와 세라믹 튜 를 이용하여 1.5～2.0 g을 채취하 다. LiCl-Li2O-Li 복합

용융염은 우선 리튬 속을 수소가스 부피 측정법에 의해 분석하고, 최종 으

로 Li2O의 농도를 분석하여 우라늄 산화물과의 속 환 반응에 의해 생성

된 순수 Li2O 양을 측정하 다. 즉 용융염 시료를 증류수에 용해하고, 이 과

정에서 리튬 속과 물과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가스의 부피를 측정하여 

리튬 속의 양을 분석한 다음, 0.1 N HCl 용액으로 LiOH의 총량을 측정하

여 순수 Li2O 양을 분석하 다.

 나. 실험 결과  고찰

  (1) 고온 LiCl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분산특성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반응은 우라늄 속의 pore에 생성된 Li2O

가 LiCl 용융염계로 확산되는 속도가 속 환 반응의 율속단계임을 고려할 

때,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와 우라늄 산화물과 리튬 속이 용해된 LiCl 

용융염과의 효율이 속 환율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

으로 상된다[9].

  본 실험에서는 상기와 같은 반응 메카니즘을 고려하여 우선 650 ℃의 LiCl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분산도를 통해 최  교반속도를 결정하 다. 

본 실험은 LiCl 용융염계에서 50 g의 우라늄 산화물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교반속도에 따른 LiCl 용융염 액  별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  우라늄 산

화물의 양을 측정하여 평가하 다. 속 환 반응기에서 교반속도에 따른 액

 별 우라늄 산화물의 분산도는 Fig. 3.8과 같다. 교반속도 100 rpm 조건에

서 우라늄 산화물의 분말은 LiCl 용융염계에 부분 침 된 상태로 존재한

다. 300 rpm 조건에서는 반응기 외벽과 심 의 액 가 큰 차이로 발생하

고 이로 인해 반응기 외벽에 일부 LiCl 용융염이 고화되는 상이 발생하

다. 200 rpm의 교반속도에서 용융염 액 에 따른 우라늄 산화물의 분산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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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성 측면에서 가장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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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Distribution of U3O8 powder in a LiCl molten salt at 650 ℃.

  (2) 고온 LiCl-Li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속 환 공정의 최 화와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종

합공정의 flow sheet 확립의 일환으로 우라늄 산화물에 따른 속 환 특성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실험에서는 Table 3.1과 같은 실험 조건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종류와 반응시간에 따른 속 환율을 측정하 다. 평균 입자크기

가 10～15 ㎛인 U3O8과 UO2의 속 환 특성실험 결과, Fig. 3.9와 같이 

U3O8 분말의 최종 환율은 97.1%를 나타내고, 반응시간 8 시간의 조건에서 

목표 환율인 95%에 도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UO2 분말의 최종 

속 환율은 92.7%로 U3O8 분말보다 상 으로 낮았다. 속 환 반응속

도 측면에서도 U3O8 분말이 UO2 분말보다 약간 빠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Fig. 3.10은 회수된 우라늄 속분말의 X-ray 회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

로 우라늄 속의 고유 피크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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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Experimental Conditions of Reduction of Uranium Oxides

우라늄 산화물 50 g

반응 온도 650 ℃

리튬 속 공 량 1.2 (Li/U equiv.)

LiCl 양 500 g

반응 시간 12 hr

교반 속도 2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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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9. Reduction yield of uranium as a function of time.

Fig. 3.10. X-ray patterns of the uranium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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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실험결과는 우라늄 속 이외에 uranium nitride가 존재함을 X-ray 

회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반응기 내에 존재하는 공기에 의한 

것으로 우라늄 속의 불순물을 억제하기 해서는 산소  질소의 농도를 

제한된 조건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수된 우라

늄 속의 환율은 공기 분 기에서 산화반응에 의한 무게 증가율 측정방

법을 통해 최종 확인하 으며, 이는 LiCl 용융염계 Li2O 농도 측정법에 의한 

결과와 체로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는 기 발표된 

문헌에서 UO2 펠렛의 속 환 반응시간이 80 시간이 소요되는 을 고려할 

때, 사용후핵연료는 일정한 형태로 분말화하여 속 환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특히 건식분말화 공정의 도입은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반응속도의 향상 이외에 사용후핵연료 내 일부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제거 

등으로 인해 속 환 공정의 운 과 안 성 측면에서 매우 큰 장 을 제공

할 것으로 단된다.

  (3) LiCl-Li2O 복합용융염 조성에 따른 속 환 특성

     고온 LiCl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과 리튬 속과의 반응 과정에서 

생성된 Li2O는 LiCl 용융염계로 확산  용해되며,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는 계속 증가한다.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 증

가는 속 환율  반응속도 감소의 근본 인 원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LiCl 용융염계 Li2O 농도가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율에 미치는 향을 정

량 으로 평가하고, 속 환 공정의 최  반응조건을 확립하고자 하 다.

  상기의 반응 조건에서 Li2O 농도에 따른 U3O8 분말의 속 환 특성실험

은 LiCl 용융염계의 최종 농도가 각각 3 wt%와 7 wt%인 조건에서 수행하

다. Fig. 3.11과 같이 U3O8의 속 환율은 Li2O 최종 농도에 큰 향을 받

는다. Li2O 농도 7 wt%에서 속 환율은 매우 낮은 80.2%를 나타내었다. 

특히 반응시간 3 시간 이내에서 Li2O의 낮은 농도로 인해 속 환율에 미

치는 향은 크지 않으나, 속 환 반응이 차로 진행됨에 따라 속 환

율은 격히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는 우라늄 산화

물의 속 환율 향상을 해서는 LiCl 용융염에 한 우라늄 산화물의 비를 

9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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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Reduction yield of uranium as a function of Li2O concentration.

 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속 환 공정의 최 화 일환으로 고온 LiCl-Li 용융염

계에서 U3O8과 UO2의 속 환 특성에 한 평가와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과정에서 생성된 Li2O가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에 미치는 향의 

분석을 통해 최  용융염 조성을 결정하 다, 고온 LiCl-Li 용융염계에서 

U3O8과 UO2의 최종 속 환율은 각각 97.1%  92.7%를 나타내었다. U3O8

은 UO2보다 속 환율의 향상 이외에 반응속도에서도 약간 빠른 경향을 나

타내고 있다. 따라서 속 환 공정은 산화물 핵연료를 고온의 공기 과잉 분

기에서 산화  건식분말화하여 속 환 공정에 도입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LiCl-7 wt% Li2O의 복합용융염 조성에서 U3O8의 속

환율은 LiCl-3 wt% Li2O 조건과 비교하여 반응시간 3 시간 이내에서는 거

의 동일한 속 환율을 나타내나, 차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속 환율

은 격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로부터 속 환 

공정의 LiCl 용융염 비 U3O8의 무게비는 9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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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iCl-Li2O 용융염계로부터 리튬 속 회수기술 개발

  속 환 공정에서 발생되는 다성분 용융염계로부터 리튬을 회수하기 

한 공정을 개발하고 실험실 규모의 해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성능평가 시

험을 수행하 다. 1) 비 도성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로 둘러싼 환원 극이 

장착된 해장치를 이용한 다성분 용융염에서의 Li2O 해공정, 2) 표면장력

에 의해서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 내부에 포집된 리튬 속을 용융염 액  

이상으로 상승시켜 용융염으로부터 분리하는 공정, 3) 상기 포집된 리튬 속

을 진공 siphon을 이용하여 별도의 보 조로 이송시키는 공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신개념의 리튬 속 회수기술에 의해서 산화 극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산물들과 리튬 속 간의 반응이 비 도성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에 의해

서 효과 으로 차단되는 한편 용융염과 생성 리튬 속의 분리가 용이해지며, 

간단한 해조에서 리튬 속을 비교  경제 으로 반연속 으로 회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원 극  산화 극의 구조  재료의 건 성, 정

류 공 조건 운 에서의 해 압의 찰과 류 도  산화리튬 농도

향 평가, 장치 간 용융염의 이송 용이성 등에 주안 을 두고 공정의 용성 

평가를 수행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97년 이래로 사용후핵연료 리․이용 기술개발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ACP))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데, 그 심 공정인 속 환 공정은 리튬 속을 사용하는 Li reduction 공정

에서 최근에는 LiCl-Li2O 용융염계에서의 기화학  속 환 공정으로 

체되었다. 본 ‘LiCl-Li2O 용융염계로부터 리튬 속 회수기술 개발’ 연구는 애

에 Li reduction 공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LiCl-Li2O 용융염에서 리튬

속을 electrowinning에 의해서 회수, 재사용함으로써 공정의 경제성, 환경친

화성 등을 증진시킬 목 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본 공정에서 개발된 기술

은 Li reduction 공정과 리튬 속 회수공정을 일 단계로 통합한 기화학  

속 환 공정이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수행된다는 에서 분명하듯이, 

ACP 개발에 여 히 유효하게 용되고 있으며 산업  응용 가능성 한 밝

다고 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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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실험장치  방법

  (1) 실험장치

     속 환 공정에서 발생하는 LiCl-Li2O 용융염계로부터 리튬 속을 회

수하기 한 해장치는 항식 가열로, K-type 열 , 이 으로 구성된 반

응기, 산화 극, 환원 극  기 극, 아르곤 기체  시료 공 장치, 산소 

검지기 등으로 구성하 으며 Fig. 3.12에 그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해 반응

기는 내부와 외부 반응기 사이에 알루미나 도가니를 설치하여 연시켰으며, 

내부 반응기의 경우에는 LiCl 용융염계에서 비교  내부식 특성이 있는 

STS-304로 제작하 다. 반응기 상단에는 반응기 냉각과 용융염의 휘발, 배

출을 막기 해서 냉각 재킷을 설치하 다. 기화학 셀의 환원 극부는 스

테인 스강 재질의 conductor와 생성된 리튬 속을 포집하기 한 다공성 마

그네시아 용기로 구성하 다. ø6 mm의 백  튜 와 스테인 스강 

conductor가 산화 극으로 사용되었으며, 앙에 치한 환원 극을 심으

로 180o 간격으로 두 개를 설치하 다. 기 극으로는 LiCl 용융염계에 비

교  안정한 백  기 극을 사용하 으며, ø3 mm의 백  막 와 스테인

스강 conductor로 구성하 다.

    

 Fig. 3.12. Schematic diagram of the semi-continuous Li recovery apparatus.



- 74 -

  (2) 실험방법

     리튬 속 회수실험은 650 ℃, LiCl-Li2O 용융염계에서 불활성 분 기 

유지를 해 아르곤 기체를 흘리면서 수행하 다. 용융염의 원료물질인 LiCl 

(Alfa, 99%) 200 g은 상온에서 내부 반응기에 공 하 다. 수분과의 반응에 

의한 LiOH 생성을 방지하기 해서 Li2O(Cerac, 99.5%)는 로 박스에서 

200 g LiCl에 해 특정 wt%가 되게끔 포장한 다음, 폐된 불활성 분 기

를 유지하면서 LiCl과 함께 내부 반응기에 공 하여 LiCl-Li2O 복합염을 제

조하 다. 상온, 300 ℃  650 ℃에서 1.5 kg/cm2.G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각각 20 회 purge하여 반응기 내부에 존재하는 수분을 제거하 다. 한, 반

응기를 650 ℃에서 3 시간 동안 유지하여 류공 에 의한 실험시작 에 

복합염이 완 히 녹아 용융염을 형성하도록 하 다. LiCl-Li2O 용융염계에서 

리튬 속의 회수특성을 규명하기 한 기화학  실험기법으로는 chrono- 

potentiometry와 linear sweep voltammetry를 사용하 다. 해반응 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Li2O 농도 변화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1.5 g 정도

의 용융염 시료를 석  샘 을 이용하여 샘 링하고 페놀 탈 인 지시약

과 0.1 N HCl 용액으로 정하여 분석하 다. 해반응이 종결된 후 환원

극부를 용융염 액  이상으로 상승시켜 불활성 분 기에서 일정시간 동안 

냉각한 다음 반응기로부터 분리하 고, 이어서 마그네시아 용기 내에 포집된 

리튬 속을 산화리튬 형태로 환시킨 다음 상기한 페놀 탈 인과 0.1 N 

HCl 용액을 사용한 정법으로 리튬 속의 회수율을 측정하 다. 반연속  

리튬 속 회수 체 공정에서는 해반응이 종결된 후,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는 환원 극과 함께 용융염 액  이상으로 상승되어 용융염으로부터 분

리된다. 들어올려진 마그네시아 용기 내에 포집된 용융 상태의 리튬 속은 

진공 siphon을 이용해서 별도의 보 조로 이송된다. 용융염 공 장치를 통해

서 리튬 속의 구체가 포함된 용융염은 해조에 재공 되고, 마그네시아 

용기와 환원 극은 다시 용융염 액  이하로 내려져서 다음 반응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반연속  리튬 속 회수공정이 완성된다.

   (가) 용융염 의 Li2O 정량분석

       ․페놀 탈 인 지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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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nsition range (pH): 8.0 - 9.6

         - Acid color: Colorless

         - Base color: Red

         - Preparation: 0.05 g in 50 ml ethanol. Then add 50 ml H2O

       ․0.1 N 염산: 37.2 wt%의 HCl의 molarity는 약 12.1이므로 HCl 1 

몰 농도를 제조하기 해서 증류수 당량과 82.6 ml의 HCl을 섞

어 1 L 용액을 만듦

       ․ 정에 소요된 0.1 M HCl 양으로부터 Li2O wt%를 구하는 식

         

Li2O wt% = 
(0.1×(소모된 HCl (ml))/1000)×(0.5×29.88)채취시료무게(g)

×100

= 
0.1494×부피(ml)채취시료무게(g)

       ․용융염 시료 2 cc 채취한 경우의 HCl 소모량( 도 1.5 g/cc 가정)

          

Li2O (wt%) Li2O (mg) LiOH (mmol/L) HCl 부피(ml)

3.0 90 6 60.24

2.5 75 5 50.20

2.0 60 4 40.16

1.5 45 3 30.12

1.0 30 2 20.08

0.5 15 1 10.04

       ․ 정 차

   1) 용융염에서 시료 1.2 cc 채취

   2) 용융염 무게 측정

   3) 증류수(50 cc 정도)에 녹이고 수소발생 여부 찰

   4) 페놀 탈 인 지시약과 0.1 몰 염산으로 정

   5) 용융염 속의 Li2O wt%는  식을 이용해서 계산

   (나) 리튬 속 회수반응 실험 차

       1) 반응기  극 조립

       2) Leak test: 상온의 반응기에 0.5 kg/cm
2.G 아르곤 기체를 공 하

고 압력계 변화 찰



- 76 -

       3) 상온에서 내부 반응기에 LiCl 공

       4) 상온에서 0.5 kg/cm2.G 아르곤 기체로 20 회 purge

       5) Potentiostat와 연결

       6) 아르곤 기체를 10 cc/min으로 흘리면서 분당 10 ℃로 300 ℃까지 

승온

       7) 300 ℃에서 0.5 kg/cm2.G 아르곤 기체로 20 회 purge

       8) 아르곤 기체를 10 cc/min으로 흘리면서 분당 10 ℃로 650 ℃까지 

승온

       9) 650 ℃에서 0.5 kg/cm2.G 아르곤 기체로 20 회 purge

       10) Li2O 공

       11) 리튬 속 회수반응  과정에서 아르곤 기체를 10 cc/min으로 흘

려서, 반응기 내 분 기를 불활성 분 기로 유지

       12) 650 ℃에서 3 시간 동안 유지하여 Li2O-LiCl 용융염 생성시킴

       13) 석 을 이용하여 샘  채취

       14) 페놀 탈 인과 0.1 N 염산을 사용한 정으로 Li2O 용융 확인

       15) Potentiostat로 기에 지 공

       16) 용융염 샘 채취와 정을 통한 Li2O 농도변화 측정과 chrono- 

potentiogram에 의한 반응진행 상태 찰

       17) 환원반응이 종결되었다고 단되면, 650 ℃에서 극부와 열

를 용융염 액  이상으로 들어올림

       18) 아르곤 분 기 하에서 상온으로 식힘

       19) 반응기 해체

       20) 리튬 속이 담긴 마그네시아 용기 회수  정을 통한 속 환

율 측정

       21) 용융염 처리

       22) 극  반응기 세척  보수

 라. 연구결과

  (1) 환원 극 구조  장치 용성 평가

     속 환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성분 용융염계에서 리튬 속을 회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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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mock-up 시험장치의 시운  결과, 양극실과 음극실을 분리하기 

하여 사용한 격막이 문제 으로 두되었으며, 이러한 문제 의 해결을 해 

porous metal cathode 개념을 도입하 다. 이 경우 생성된 리튬 속이 환원

극 내에 포집됨으로써 양극실과 음극실을 분리하기 한 격막이 필요없으

며, 한 격막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류 도가 증가되는 장 이 수반될 

것으로 기 되었다. 그러나 porous metal cathode로 stainless steel screen이 

용된 실험실 규모의 기분해 장치를 이용하여 360 g LiCl - 11 g Li2O(3 

wt%)에 하여 실험한 결과, stainless steel의 도 특성 때문에 screen 외

벽에 리튬 속이 석출되어 리튬 속의 효율 인 회수가 어렵다는 결론을 도

출하 으며, 이에 새로이 비 도성 다공성 용기를 이용해서 다성분 용융염으

로부터 리튬 속을 회수하는 방법을 도출하고 실험  검증을 수행하 다. 본 

방법은 1) 다공성 용기 내부에 환원 극이 장착된 해장치를 이용한 다성분 

용융염에서의 Li2O 해공정, 2) 표면장력에 의해서 용기 내부에 포집된 리

튬 속을 용융염 액  이상으로 상승시켜 용융염으로부터 분리하는 공정, 3) 

상기 포집된 리튬 속을 진공 siphon을 이용하여 별도의 보 조로 이송시키

는 공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본 방법에 있어서, 리튬이온과 산소이온은 다공성 용기를 통과하는 반면, 

리튬이온이 환원 극에서 환원되어 생성된 리튬 속은 표면장력에 의해서 

용기 내부에 포집된다. 힘의 평형을 고려할 때, 다공성 용기에서 리튬 속을 

제거하기 해서 요구되는 압력은 아래 식과 같다.

P = 4γLi/D

  여기서, γLi는 Li의 표면장력(650 oC에서 γLi  = 0.262 N/m)이고, D는 다공

성 용기의 기공 직경이다. 이 압력이 아래 식에 나타난 용기 내부의 리튬

속에 의해서 나타나는 압력보다 큰 경우에는 용기 내부에 리튬 속이 포집

되게 된다. 를 들어, 다공성 용기의 기공 직경이 100 ㎛인 경우에는 용기 

내 리튬 속의 액 , 2.28 m까지는 생성된 리튬 속이 용기 내부에 존재하게 

된다.

P = ρL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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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ρLi는 리튬 속의 도(650 oC에서 ρLi = 0.47 g/cm3)이고, g는 

력가속도, h는 용기 내에서의 리튬 속의 액 이다. 용기는 용기 바깥에 리

튬 속이 석출되는 상을 방지하기 해서 비 도성이어야 하며, 반응물들

과의 반응을 억제하기 해서 그 표면 이 작고 한 그 기공분포가 균일할 

것이 요구된다. 한, 흑연 등의 소모성 산화 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의 

용출에 기인하는 탄소 등이 환원 극에서 생성된 리튬 속과 반응하는 것을 

막기 해서 특정 크기 이하의 기공으로만 구성된 용기가 사용되어야만 한

다. 한편, 다공성 용기를 통해서는 이온 상태의 용융염의 자유로운 출입이 

이루어져 해반응이 진행되고, 상기 용기가 용융염 액  이상으로 상승될 

경우에는 리튬 속과 이온상태 용융염의 분리가 이루어진다.

  마그네시아는 비 도성 세라믹으로서 용융염에 안정한 물질로 리 알려

져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시아 재질로 만든 다공성 용기 내부에 

스테인 스강 환원 극을 장착하여 속 환 공정에서 발생하는 LiCl-Li2O 

용융염계에서 리튬 속을 회수하는 해실험을 수행하 으며, 실험에 사용한 

외경 40 mm, 내경 30 mm 원통형 마그네시아 용기의 수은 porosimetry로 

측정한 기공 크기분포 결과  구조를 Fig. 3.13과 Table 3.2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의 기공이 평균직경 8.4 ㎛를 심

으로 2～100 ㎛ 역의 좁은 기공분포를 나타내게 제조되었음을 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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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Pore size distribution of the MgO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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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Structure of a Porous Magnesia Container

Average pore diameter (4V/A) 8355.9 nm

Bulk density at 0.44 psia 2.7406 g/cm3

Porosity 17.9216%

Tortuosity 8.4099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의 장치 용성 평가를 해서 마그네시아 용기를 

환원 극 부에 장착하여 LiCl-3 wt% Li2O 용융염(200 g), 1.0 A 정 류 

해반응 조건에서 리튬 속 회수 실험을 수행하 다. 해반응이 종결된 후 

내부에 리튬 속이 포집된 마그네시아 용기를 용융염 액  이상으로 상승시

켜 용융염과 리튬 속을 분리시키고 상온으로 식힌 다음 내부에 포집된 리

튬 속을 찰하 다. Fig. 3.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그네시아 용기 내부

에 리튬 속이 효과 으로 포집되었으며, 이 게 포집된 리튬 속은 진공 

siphon에 의해서 효과 으로 다음 공정으로 이송되어 재사용될 수 있을 것

으로 단되었다. 이는 porous metal cathode를 사용했을 때는 기 할 수 없

는 용융염 이송 측면에서의 장 이다.

Fig. 3.14. Li recovered in the MgO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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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화 극 재료  장치 용성 평가

     해장치의 산화 극 재료로는 흑연이 우선 고려되었다. 흑연은 표면

의 탄소가 생성물인 산소와의 반응에 의해 소모되어 극의 새로운 표면이 

지속 으로 창출됨으로써 극의 부식에 따른 류 효율 하는 발생되지 

않는 한편, 아래 식에 나타내었듯이 이산화탄소 형태로 탄소가 배출될 경우

에는 순수한 Li2O의 분해 압보다 약 1 V 유리한 -1.45 V의 cell 압에서 

산화리튬의 해반응이 수행될 수 있는 장 이 있다.

Li2O + ½C → 2Li + ½CO2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를 이용한 리튬 속 

회수 개념에서는 장치의 복잡화를 지양하고 류효율을 높이기 해서 양극

실과 음극실 사이의 격막이 배제되어 있다. 그런데, 흑연 재질의 산화 극을 

사용할 경우에는 탄소 용출에 기인하는 부작용에 의해서 류효율이 감소되

는 부작용이 찰되었다. 이에 용융염계에서 내부식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

려진 백  재질의 산화 극을 반응시스템에 도입하고 장치 용성 평가를 

수행하 다. 우선 리튬 속의 구체가 되는 산화리튬의 분해 압을 측정하

기 해 LiCl-3 wt% Li2O 용융염(200 g)계에서 linear sweep voltammetry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Fig. 3.15에 나타내었다. 산화리튬의 분

해 압은 아래 식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융염 내의 산화리튬의 activity에 따

라서 달라지며, activity가 1인 경우 Gibbs 자유에 지로부터 계산된 평형 분

해 압 값은 -2.47 V이다.

E = E(Li∣Li 2O) o +
RT
nF

lna Li 2O

  Fig. 3.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반응시스템에서 산화리튬의 기분해

는 이론 으로 계산한 평형 기분해 값과 비슷한 -2.5 V부터 진행되었다. 

해반응에서의 압은 해반응의 구동력(산화 극 과 압, 환원 극 과

압 그리고 이론분해 압)과 류 통과에 의해서 소모되는 압으로 나  수 

있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본 해 실험 조건에서는 이론 분해 압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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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Linear sweep voltammogram of a LiCl-Li2O molten salt

              at 650 ℃ with scan rate of 0.139 mV/sec.

나머지 부분의 셀 압에 한 기여, 특히 비 도성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

를 포함한 해질에서의 항에 따른 압강하는 최소한 반응 기에는 미

미한 것으로 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백  극을 산화 극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장시간의 해반응이 

진행된 후에 극 표면(특히 생성된 리튬 속이 액체 속 극으로 작용하는 

용융염 액  치)에서 백 의 용출과 산화부식층(Li2PtO3)의 생성이 Fig. 

3.16(a)에 나타내었듯이 찰되었다. 따라서, 향후 리튬회수를 한 해장치 

연구개발에서는 고온용융염계 산화 분 기에서 내 부식특성을 가지는 산화

극 재질 개발이 필수 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단계로서는 Fe3O4, 

SnO2, NiO, ZnO 등의 세라믹 산화 극이 유력한 용융염계 내부식성 산화

극 재질로 단되고 있다. 아울러 Fig. 3.16에 스테인 스강 재질의 내부 반

응기와 thermocouple이 해반응 과정에서 부식된 상태를 나타내었으며, 이

를 통해서 용융염에 안정한 내 부식 구조 재료의 개발이 경제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리튬 속 회수공정 완성의 필수요소임을 재차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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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3.16. Corrosion of Pt anode(a), STS thermocouple(b), and STS inner

          reactor(c) during Li recovery in a LiCl-Li2O molten salt at 650℃.

  (3) 해  변화와 회수율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를 이용한 리튬 속 회수공정 개념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해  변화와 회수율 평가를 수행하 다. 산화리튬 4.82 g

과 염화리튬 200 g을 혼합하여 염화리튬 의 산화리튬이 2.35 wt%가 되도

록 하 고, 상온에서 반응물을 해조에 공 한 후 650 ℃의 온도에서 3 시

간 정도 가열하여 복합용융염을 제조하 으며, 650 ℃의 온도에서 1.0 A의 

정 류를 공 하는 조건에서 해반응을 수행하 다. 이때, 극으로는 백  

산화 극과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 내부에 장착된 스테인 스강 환원 극

이 사용되었다. 해조의 용융염 내 산화리튬의 농도가 0.23 wt%일 때 다공

성 마그네시아 용기를 용융염 액  이상으로 상승시키고, 생성된 리튬 속을 

회수하 다.

  Fig. 3.17에 해 과정에서의 압 변화를 도시하 다. Quasi 기 극인 

백  극을 기 으로 변화를 측정하 을 때 반응의 진행과 함께 셀 

와 환원 극 는 음의 값으로, 산화 극 는 양의 값으로 각각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상기 기술한 산화리튬 분해반응식에서 산화리

튬 분해 압이 용융염 의 산화리튬 activity의 함수인 것에서 설명될 수 있

다. 즉,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리튬 속의 생성과 함께 용융염 의 산화리

튬 농도는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그 activity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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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activity 측면만 고려하여 분해 압을 설명한다면, 650 ℃의 반응온도에서 

산화리튬의 분해 압이 -3.6 V가 되려면 산화리튬의 activity가 10-12 이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해 압의 변화 추이를 이해하려면 백  산화 극의 

상 변화와 화합물 형성에 따른 과 압 증가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650 ℃ 온도에서 해질로 사용된 염화리튬의 분해 압은 

-3.46 V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해질로 사용된 염화리튬의 분해반응이 산

화리튬의 activity가 감소하는 반응 후반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

러나, 아르곤 가스 배출 에서 나오는 기체를 분석하 을 때, 염화리튬의 분

해생성물인 염소 가스의 생성은 찰되지 않았다. 즉, 산화 극에서의 항 

증가를 고려하면, 반응 후반부에서도 셀의 가 해질인 염화리튬의 분해

압에는 도달하지 못하 음을 알 수 있다. 그 지만, 안정한 공정운 을 

해서는 리튬 속의 구체인 산화리튬과 해질인 염화리튬의 분해 압 차

가 1 V 미만이라는 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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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Variation of anode, cathode, and cell voltage with time during

         chronopotentiometry(1.0 A) experiments in a LiCl-Li2O molten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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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반응을 종결한 후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 내에 포집된 리튬 속의 

양을 페놀 탈 인과 HCl 용액을 사용한 정법으로 측정한 결과, 2.02 g의 

리튬이 회수되었으며, 이는 산화리튬의 리튬으로의 환율이 95% 이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를 사용할 경우, 선행 연구에서 시

도되었던 격막법과 porous metal cathode법보다 간편하고 효율 으로 리튬

속을 회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류 도 향 평가

     해반응에서 류는 곧 반응속도를 의미한다.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

기를 이용한 리튬회수 방법에서 류 도 향을 평가하기 한 실험을 0.5, 

1.0, 1.5 A 정 류 공  조건에서 각각 수행하고 그 결과를 Fig. 3.18과 3.19

에 나타내었다. 앙에 치한 환원 극을 심으로 180 도 간격으로 두 개

가 설치된 백  산화 극의 면 은 약 11.4 cm2이다. 따라서, 반응에 의한 

극면 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산화 극에 인가되는 류 도는 0.5, 1.0, 

1.5 A 정 류 공  조건일 때, 각각 0.044, 0.088, 0.132 A/c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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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Changes of cell potential with time during chronopotentiometry

          (0.5, 1.0, and 1.5 A) experiments in a LiCl-Li2O molten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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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Changes of Li2O concentration with time during chronopotentio-

          metry(0.5, 1.0, and 1.5 A) experiments in a LiCl-Li2O molten salt.

  리튬 속 회수반응에 있어서 Li2O의 분해와 리튬 속 생성은 Faraday's 

law of electrolysis에 따라서 가해  하량에 비례해서 진행됨을 Fig. 3.18

과 3.19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류 도를 높일수록 리튬 속 회수속도

도 선형으로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용규모 리튬회수 공정장

치에서는 류효율 측면보다는 고온용융염 산화 분 기에서 안정한 산화

극 재질과 반응기 재질 개발이 보다 시 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런데, Fig. 3.19에서 100% 류효율과 가해  하량에 근거하여 산화리튬 

농도변화의 계산값을 나타낸 선과 산화리튬의 실측 농도를 비교할 때, 미

미한 정도이나 반응 기에는 계산값보다 실측값이 더 감소했다가 반응 후

반에는 오히려 실측값이 계산값보다 높은 추세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반응기 재질인 STS-304의 구성 성분인 Fe, Ni, Cr 등의 용융염으로의 용출

과 산화리튬과의 화합물 생성  환원반응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용용염 내의 산화리튬의 농도가 약 0.5 wt% 이하가 되는 시 부

터는 셀 가 해질인 염화리튬의 평형 보다 커졌다. 용융염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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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는 염화리튬의 activity가 1에 가깝고 따라서 염화리튬의 분해가 평

형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에서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을 고

려할 때, 리튬회수 반응에서 용융염 내 산화리튬의 양이 0.5 wt% 이하일 때

는 공정운 을 지하고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여할 것으로 단되었다.

  (5) 용융염 내 Li2O 농도 향 평가

      650 ℃ 염화리튬 용융염에서 산화리튬의 용해도는 약 8.7 wt%로 알려

져 있다. 공정의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용융염 내 산화리튬의 기 농도가 높

을수록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의 속 환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성분 용융염에서의 산화리튬의 농도는 아메리슘의 재

산화 등을 막기 해서 5.1 wt% 이하로 조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 wt% 이하의 산화리튬 농도 범 에서 농도 향

을 평가하기 해 2, 3, 5 wt% Li2O-LiCl 용융염을 각각 제조하고 1.0 A 정

류 공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 고, 시간에 따른 산화리튬 농도 변화와 

 변화를 찰하 다.

  본 반응시스템의 해조에는 교반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산

화 극과 환원 극으로의 O
2-와 Li+의 물질 달은 압 구배에 의한 이온 이

동과 농도 구배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극 표면에

서의 반응속도가 아주 느려서 반응속도에 비해서 물질 달 속도가 빠르면, 

물질 달은 반응속도에 향을 주지 않는다. 반 로 극표면 반응속도는 매

우 빠르고 물질 달 속도는 상 으로 느린 경우에는 외부 물질 달이 

체 반응속도를 지배하는 한계인자가 된다. 본 산화리튬 농도 향 평가실험은 

1.0 A 정 류 공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즉, 반응속도를 일정하게 하고 농

도 향을 평가한 것이다. 가해  하량에 비례하여 산화리튬이 분해되지

만, 산화리튬 농도가 감소할수록 셀 의 값이 증가한다는 것을 Fig. 

3.20과 3.21에서 알 수 있다.

  한편, Fig. 3.21에서 가해  하량과 100% 류효율에 근거하여 계산된 

용융염 내 산화리튬 농도 변화를 각 정 류 조건에 맞게 나타낸 선과 실

측된 산화리튬의 농도를 비교할 때, 상기 기술한 류 도 향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반응 기에는 계산값보다 실측값이 더 감소했다가 반응 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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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히려 실측값이 계산값보다 높은 추세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고, 그 이

유 한 반응기 재질인 STS-304의 구성 성분인 Fe, Ni, Cr 등의 향에 기

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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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0. Changes of cell potential with time when initial Li2O

               concentration in a LiCl-Li2O molten salt was 5, 3, and 2

               w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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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Changes of Li2O concentration with time when initial Li2O

            concentration in a LiCl-Li2O molten salt was 5, 3, and 2 w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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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염 내의 산화리튬 기농도가 5 wt% 던 경우에는 반응시간 600 분

까지 산화리튬의 해가 약 -2.7 V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농도가 3 

wt%와 2 wt%인 경우와 비교하면 동일한 양을 리튬 속으로 회수하는데 있

어서 높은 농도에서는 상 으로 은 기에 지가 소모되었음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공정의 경제성과 극 재질을 고려한 안 성 측면을 고려하면 

리튬회수 공정은 사용후핵연료 속 환 공정의 특성에 기인하는 제한값을 

지키는 범  내에서 최 한 고농도의 산화리튬 조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Fig. 3.21의 종축을 보면 공 한 산화리튬의 값과 반응 기에 용융염에서 

시료를 샘 링하여 정법으로 실측한 값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상의 원인에 해서는 산화리튬의 물성과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

기 재질  구조와 연 지어 규명 이다.

 마. 결론

    속 환 공정에서 발생하는 LiCl-Li2O 용융염계로부터 다공성 마그네

시아 용기를 이용해서 리튬 속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실험  검증을 

수행하 다. 평균직경 8.4 ㎛를 심으로 2～100 ㎛ 역의 좁은 기공분포를 

나타내게끔 제조된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에 의해서 산화 극으로부터 기

인하는 부산물들과 생성된 리튬 속 간의 반응이 효과 으로 차단되는 한편, 

표면장력에 의해서 용기 내부에 포집된 리튬 속을 용융염 액  이상으로 

상승시켜 용융염과 분리할 수 있었다.

  마그네시아는 리튬 속 회수 조건에서 화학 으로는 안정하 지만, 열 

cycle을 가하는 조건에서의 안 성 측면에서는 개발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공정 운 조건 최 화와 구조 안정재 도입 등에 의해서 그 물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해장치의 산화 극 재료로는 흑연과 백 이 각각 고려되었다. 흑연의 경

우에는 표면의 탄소가 산화리튬의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로 배출될 경

우, 순수한 Li2O의 열역학  평형 해 압인 -2.47 V보다 약 1 V 유리한 

-1.45 V로 분해 압이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흑연 재질의 산화 극을 사용

할 경우에는 흑연의 용출에 기인한 부반응에 의해서 류효율이 감소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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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 다. 백 을 산화 극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록 장시간의 해반응 

후에는 백 의 용출과 산화부식층(Li2PtO3)의 생성이 찰되었지만 해반응

은 순조롭게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반응의  변화를 정 류 공 조건에서 quasi reference 극으로 

백 을 사용하여 찰한 결과, 셀 와 환원 극 는 음의 값으로, 산

화 극 는 양의 값으로 각각 증가하 으며, 극 보호를 해서 용융염 

내 산화리튬 농도를 0.5 w% 이상으로 유지한 조건에서는 부반응인 염소 기

체 생성반응은 찰되지 않았다. 해반응이 종결된 후 마그네시아 용기 내

에 포집된 리튬 속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 산화리튬의 리튬 속으로의 회수

율이 95% 이상임을 확인하 다.

5. Mock-up 공정(20 kgU/batch) 성능평가  최 화

 가. Mock-up 속 환 장치

    기술 인 미비 과 장치재료의 부식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용후핵연료 

속 환 공정의 실 은 재까지 답보 상태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하

여 본 과제에서는 마그네시아 다공성 필터를 이용하여 우라늄 산화물과 리

튬의 속 환 반응에서 생성된 미세 우라늄 속분말을 고온의 LiCl-Li2O 

용융염으로부터 분리 회수할 수 있는 직 여과법의 속 환 공정을 개발하

다. 여과법을 이용한 우라늄 속분말의 회수는 고온의 용융염을 취 하는 

속 환 공정에서 반응 온도를 비교  낮은 온도인 650 ℃로 유지할 수 있

게 함으로써, 반응기의 재질로서 가격이 렴한 스테인 스강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용융염에 의한 장치재료의 부식도 게 일어나는 부가 인 장

도 갖게 된다. 이러한 직 여과법의 공정 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하여 우

라늄 속분말을 고온의 용융염으로부터 마그네시아 필터에 의해 직  여과

하는 방식을 용한 mock-up 속 환 장치를 제작하여 성능  운 성 평

가를 수행하 다. 한 속 환 공정의 성능평가  검증실험 단계에서 발

생된 일부 장치의 미비 을 수정 보완하고, 주요 구성장치와 공정변수에 

한 최 화 실험을 수행하 으며, 직  여과법에 의한 속 환 장치의 운

성 종합평가를 통해 mock-up 속 환 세부 공정의 기 요건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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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cell 속 환 공정에 용할 설계 기 자료를 확보하 다.

  (1) Mock-up 속 환 장치 설계  제작

     Mock-up 속 환 장치는 20 kgU/batch 규모이며, 마그네시아 다공

성 필터를 이용한 실험실 규모의 요소기술 검증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제작되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수송용기 시험시설 건물 내부의 형 로

박스 내에 설치하 다. 이 시설에는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장치의 

mock-up 시험을 수행하기 한 2 개의 형 로 박스가 있으며, mock-up 

실험을 통제하는 운 실과 시료를 비하는 로 박스, 그리고 아르곤 가스 

 건조공기 공  시스템, 진공장치, 배기가스 필터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과제의 제 1 단계에서는 고온의 U3O8-LiCl-Li 용융염계에서 리튬

환원 반응을 일으키고, 여기에서 생성된 우라늄 속분말을 탄소 재질로 제

작된 동일한 반응기에서 용융시켜 우라늄 잉고트를 회수하는 개념의 속

환 장치를 제작 설치하여 속 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10]. 이와 같은 

개념의 반응기를 사용한 이유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온의 용융염과 

미세한 우라늄 속분말의 분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생성된 우라늄 

속분말을 용융하여 반응기 하부에서 속 잉고트로 회수하기 함에 목 이 

있었으나, 속 환 장치의 성능평가 실험 과정에서 탄소 반응기와 리튬 속 

간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반응기가 손되는 결과를 래하 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이에 한 해결책으로 리튬환원 공정에서 생성된 우라늄 

속분말을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를 이용하여 직  여과, 회수할 수 있는 

속 환 장치를 제시하게 되었다. Table 3.3에 두 속 환 반응기의 특징들

을 비교하 다.

  Mock-up 속 환 반응기에 용한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Table 3.4

에 설계사양을 나타내었고, 개략도면  사진을 Fig. 3.22-3.24에 나타내었다.

  1) 직 여과법에 의한 속분말과 용융염의 분리개념 용: U3O8 분말의 

평균 입자크기(40～50 μm)를 고려하여 기공의 크기가 10 μm 이하인 마그네

시아 다공성 필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그네시아는 고온의 LiCl-Li2O 용융

염계에 비교  안정한 재질로 알려져 있다.

  2) 속 환 반응기의 내부를 불활성 분 기로 유지: U3O8-LiCl-Li 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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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Comparison of Metallizers

탄소재질의 속 환장치 직 여과법의 속 환장치

반응기 

재질
이트리아 코 한 탄소도가니 STS 304L

반응온도
속 환단계: 650 ℃

속분말 용융단계: 1,300 ℃
650 ℃

속분말

회수

생성된 우라늄 속분말을 

1,300 ℃로 가열, 용융 속 

회수

마그네시아 필터를 이용한 직

여과법에 의하여 용융염과 속

분말을 분리

교반기
Blade type 탄탈륨 교반기 2 

sets

-구동축에서 기 성 유지를 해 

마그네틱 드라이  구동

-Propeller type 2 sets

리튬 주입
Screw feeder 이용하여 시

차간격을 두고 주입

Li 속 용융/정량 공  장치에 

의해 주입속도 조

폐용융염

처리

진공흡입방식에 의해 후속공

정으로 이송

여과법에 의해 속분말과 분리

되어 속 환장치 하부의 용융

염 장 탱크로 이송

아르곤

분 기

셀 내의 분 기를 체 으

로 아르곤 분 기로 유지

아르곤가스의 공 /배출 방식으

로 반응기 내부만을 아르곤 분

기로 유지

Table 3.4. Design Specification of the Mock-up Metallizer

용량  20 kgU/batch

외부 반응기  760(ø) mm × 1,300(H) mm

내부 반응기  700(ø) mm × 800(H) mm

용융염 장  700(ø) mm × 400(H) mm

재질  STS 304L

가열로

 원: AC 440 V

 최  25 kW

 최 온도: 800 ℃

마그네틱 드라이
 2 sets

 최  교반속도: 500 rpm

Impeller
 Propeller type

 교반기: ø125 mm

마그네시아 필터
 기공의 크기: 10 μm 이하

 크기: 150(ø) mm × 180(H) mm, 10(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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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Schematic drawing and photograph of the mock-up metallizer.

                       

        Fig. 3.23. Internal feature           Fig. 3.24. Porous magnesia

                 of the metallizer.                    filter.

의 속 환 환원반응에서는 불활성 분 기의 유지가 으로 요함으

로 수분  산소 농도를 100 ppm 이하로 조 하여야 하며 이를 해서 반응

기에 순수 아르곤 가스를 계속해서 공 하여 반응기 내부가 아르곤 가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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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으며, 한 시료의 주입구  샘  채취  등

에도 아르곤 공 /배출 을 별도로 설치하여 외부 공기의 유입이 없도록 하

다.

  3) 리튬 속 용융/정량공  장치: 리튬 속을 외부 공기와의  없이 불

활성 분 기의 로 박스 내에서 계량하여 속 환 반응기에 공 할 수 

있도록 탈착식 형태로 설계하 으며, 리튬 속 용융을 한 별도의 가열로를 

설치하고, 한 밸  형태의 stopper를 통하여 용융된 리튬 속의 공 속도

를 조 할 수 있도록 하 다.

  4) 3 단 가열로: 반응기의 길이가 1,300 mm로 비교  크기 때문에 길이 

방향의 균일한 온도 분포 조 에 실패할 경우 용융염이 응고될 염려가 있으

므로, 길이 방향으로 균일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열로를 3 단으로 구

성하여 각 단의 온도를 독립 으로 조 할 수 있도록 하 다.

  5) 3 조의 반응기: 반응기는 주 반응기, 용융염 장용기, 외부 반응기의 3 

조의 반응기로 구성하 으며, 주 반응기에서는 속 환 반응이 진행된다. 

반응기 하부에 마그네시아 필터를 장착하 으며, 속분말이 여과되고 나온 

용융염을 포집할 수 있는 용융염 장용기를 설치하 다. 한편 공정의 안

성을 고려한 2  반응  개념을 도입하여 주 반응기와 용융염 장용기를 

외부 반응기 내부에 안착되도록 하 다.

  6) 마그네틱 드라이  교반기: 액체 용융염의 교반 시 vortex 방지를 하

여 2 조의 로펠러형 교반기를 설치하여 반응물을 혼합시킬 수 있도록 하

다. 일반 인 교반 구동축은 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공기가 반응

기 내부로 인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하여 폐성을 보장

할 수 있는 마그네틱 드라이 를 사용하여 반응기 내부를 항상 불활성 분

기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7) 용융염/ 속분말 분리 stopper: 속 환 반응 완료 후 생성된 속분말

과 용융염을 분리하기 하여 주 반응기의 하부를 원추형으로 제작하고 그 

아래에 마그네시아 필터를 장착하 다. U3O8 분말과 물을 이용한 모의 실험

결과에서 2 조의 교반기가 반응 내용물을 혼합할 경우 원추형의 경사 각도

가 30°이상에서 바닥면에 침 없이 모든 내용물이 반응기 하부로 분리되는 

결과를 보 으므로 원추형의 경사각도를 35°로 하 다. 원추형 앙에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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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인 스 을 가공한 stopper를 설치하여 밸 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 으

며, stopper는 반응기 상부에 설치된 공압 실린더에 의하여 작동, 개폐할 수 

있도록 하 다.

  (2) Mock-up 속 환 장치 수정 보완

     20 kgU/batch 규모의 mock-up 속 환 장치를 설치하고 공운   

비 실험을 통하여 설계 요건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각각의 부속장치

들에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3 단 가열로의 공운  결과 가열시작 6～7 시간 경과 후 반응온도인 650 

℃에 도달하 고, 상/ /하단의 온도를 550/660/660 ℃로 설정하 을 때 속

환 반응기의 내부온도는 650 ℃의 균일한 온도분포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반응기의 길이 방향으로 균일한 온도분포 조 을 해 설계된 3 단 가열로

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단되었다. 한편, 반응기만의 가열에 의하

여도 리튬 속 용융/정량공  장치의 내부 온도가 340 ℃까지 상승하게 되므

로 리튬 공 장치는 별도로 가열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탈착식 형태로 설계 제작된 리튬 속 용융/정량공  장치를 속 환 반응

기와 분리하여 독립 으로 리튬 용융  공 실험을 수행하 다. 리튬 속은 

산화되면 Li2O의 피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300～400 ℃의 높은 온도에서도 

산화피막층이 용융되지 않으며 따라서 액상으로 공 이 불가능하게 된다.  

탈착식 형태의 본 리튬 속 용융/정량공  장치는 250 ℃의 온도에서 과립형

의 리튬 속을 모두 용융하여 니들밸  형태의 수동 공 밸 를 통하여 

속 환 반응기로 공 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리튬 공 장치의 내부 압력

이 0.2 kgf/cm
2 일 때 수동 공 밸 의 조작에 의하여 리튬 속의 공 유량

을 10～40 g/min의 속도로 조 할 수 있었다.

  마그네틱 드라이  교반기는 장시간 운  시 이상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

을 발견하 다. 불활성 분 기 유지를 한 반응기의 폐성 향상 측면에서 

마그네틱 드라이  교반 방식이 채택되었으나, 교반을 시작하고 약 2 시간 

경과한 후 마그네틱 드라이  교반기의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반응기 

내부의 고온에 의하여 드라이  축에 열팽창  뒤틀림 상이 일어나 축에 

달되는 마찰력이 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모터의 구동축과 드라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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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축을 연결시켜주는 시블 연결부가 손된 것이 작동불능의 원인으로 

밝 졌고, 따라서 마그네틱 드라이 를 부하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하 으

며, 수정 보완 항목에 반 하여 개선되도록 하 다.

  반응기 내부 온도 650 ℃의 가열로 공운 과 병행하여 stopper의 작동시험

을 수행하 다. 속 환 반응기 상부에 설치된 공압 실린더에 의해 개폐작

동을 하는 stopper는 5～10 kgf/cm2의 압력 범 에서 원활히 작동하 다.

  이상과 같이 공운  시험 결과 마그네틱 드라이  교반기를 제외한 

mock-up 속 환 장치의 모든 부분은 설계요건에서 의도하 던 기능을 원

활히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사항에 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수정/보완하 다.

   (가) 리튬 속 용융/정량공  장치

       속 환 반응기에 공 되는 리튬 속은 LiCl 용융염에 하여 용해

도가 낮고 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반응 에 LiCl 용융염의 상부에 부유하

게 되며, 리튬 속의 용융 (180 ℃) 보다 훨씬 높은 반응온도(650 ℃)로 인

하여 리튬 속의 일부는 증발되어 불활성 분 기 유지를 해 공 되는 아

르곤 가스와 함께 반응기 외부로 배출된다. 이와 같은 리튬 속 증기의 배출

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하여 리튬 속의 공 을 2 시간 간격으로 일

정량씩 주입하는 방식을 채택하 으며, 액상의 리튬 속이 리튬 속 용융/정

량공  장치를 통하여 막힘 상 없이 일정하게 공 될 수 있도록 공  노

즐의 피치를 확장하 다.

  한, 리튬 속의 취   공  시 불활성 분 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리

튬 공 장치와 리튬 속 주입용기와의 속장치를 개선하 다. 리튬 속은 

불활성 분 기의 로 박스 내에서 계량하여 주입용기에 포장된 후, 이를 

로 박스로부터 꺼내어 공기 분 기에서 속 환 장치에 속하게 된다. 

수정/보완하기 의 속 환 장치에서는 리튬 공 장치와 리튬 속 주입용

기와의 속부  공간을 통하여 소량의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

로 인하여 반응기 내부로 산소가 유입되어 증발된 리튬 증기와 함께 산화리

튬을 생성하여 아르곤 가스 배출 의 막힘 상을 래하 다. 리튬 공 장

치 내에 산소가 유입되면 리튬 속 표면에서 산화리튬의 피막을 형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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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00 ℃의 높은 온도에서도 리튬 속이 용융되지 않으므로 액상 리튬 

속의 공 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하여 속장치에 

이 으로 아르곤 가스 공 /배출 과 밸 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아르곤 

가스의 가압 공 /배출을 교 로 반복함으로써 속부의 공기를 제거하여 반

응기 내부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 다.

  리튬 속 용융/공 장치의 균일한 온도분포를 한 속 환 반응기의 설

정 온도 조정  장치 길이를 확장하 다. 수정/보완 후의 공운  결과, 반응

기만의 가열만으로도 리튬 속 공 장치의 내부 온도가 340 ℃까지 상승하

으므로 리튬 공 장치는 별도로 가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나) 마그네틱 드라이  교반기  임펠러

       구동축  부 의 마찰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동축의 연결 부

를 개선하고, 교반기의 떨림을 방지하기 하여 설치된 가이드의 부싱을 

제거하여 마찰이 없도록 하 다. 시블 연결 은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

하여 마찰력이 일부 존재한다 하여도 구동력을 드라이 에 달할 수 있도

록 하 다. 패들 타입으로 설계되었던 임펠러는 로펠러 타입으로 교체하여 

LiCl-Li-U3O8 용융염계의 강제 혼합 조건을 완화하고 교반 효율을 향상시켰

다. 한 마그네틱 드라이 의 발열 부 에 냉각시스템을 도입하여 압축공기

를 계속 공 하여 냉각시킴으로써 교반기의 안 성을 향상시켰다.

   (다) 아르곤 가스 배출

       아르곤 가스 배출 과 반응기와의 온도구배가 클 경우 증발된 리튬 

 LiCl 증기가 배출 의 입구에서 냉각되어 응축됨으로써 아르곤 가스 배출

이 막힐 우려가 있으며, 시운  과정에서 실제로 이러한 상이 찰된 바 

있다. 따라서 아르곤 가스 배출구의 치를 반응기 내부와 온도편차가 은 

LiCl 투입  부분으로 변경하고 배출 의 구경을 확장하여 리튬 증기에 의한 

배출  막힘 상을 방지하 다.

  한편, LiCl 주입 시에 아르곤 가스에 비말동반되는 LiCl 분말을 분리하여 

반응기로 순환시키기 하여 방해 을 이용한 LiCl 분말 분리장치를 배출구

에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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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스크 이퍼

       속 환 반응에서 생성된 우라늄 속분말의 회수성 향상을 해 

침 된 우라늄 속의 분리를 한 스크 이퍼를 stopper 축에 설치하 다. 

속 환 반응기의 면의 경사 각도는 우라늄 산화분말과 물의 모의 계에

서 수행한 여과특성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35°가 되도록 설계 제작하 으나, 

실험실 규모의 속 환 실험에서 우라늄 속 분말들이 반응기 하부의 마

그네시아 필터로 내려가지 않고 상당량이 반응기 면에 잔존하고 있는 것

이 찰되었다. 이는 도가 큰 우라늄 속분말들이 용융염 내에서 침강되

어 반응기 바닥과 착되어 잘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며, 교반기에 리본 

형태의 날개를 부착하여 반응기 면을 어  후에 여과를 하게 되면 반

응기 면에 속분말들이 침 되지 않고 흘러내려 여과가 잘 되었다. 따라

서 속분말과 용융염의 여과 분리 단계에서 속분말의 회수율을 높이기 

하여 stopper 밸 의 축에 스크 이퍼를 설치하 다.

  (3) Mock-up 속 환 장치 성능평가

   (가) UO2 펠렛의 건식분말화에 의한 U3O8 분말의 제조

       Mock-up 속 환 장치의 성능시험에 사용할 U3O8 분말 약 30 kg

을 UO2 펠렛의 건식분말화에 의하여 제조하 다. UO2 펠렛 공기 산화장치의 

설계자료 확보를 하여 본 연구의 1 단계에서 수행하 던 UO2 펠렛의 산화

실험 결과에 의하면, UO2 펠렛은 산화온도 400～600 ℃의 과잉 공기 분 기

에서 약 4～5 시간 이내에 모두 U3O8 분말로 산화되며, 이 때 생성된 U3O8 

분말은 20～50 μm의 입도 분포를 보이게 된다. 한 이 온도 범 에서는 온

도가 높을수록 분말화 속도가 빠르지만 생성된 입자들의 평균크기가 커지며 

입자들이 넓은 크기 분포를 나타낸다. 즉, 보다 균일한 크기로 미세한 U3O8 

분말을 얻기 해서는 산화 온도를 400～600 ℃의 범  내에서 낮게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UO2 펠렛의 산화 온도를 450 ℃로 설정하

으며, 수로 가공공장으로부터 입수한 UO2 소결 펠렛을 공기 분 기의 

muffle furnace 내에서 산화하여 U3O8 분말을 제조하 다.

  스테인 스강으로 제작한 사각형의 용기에 약 3 kg 이내의 UO2 펠렛을 

넣고, 이 용기를 450 ℃로 온도가 유지되는 muffle furnace 내에 넣고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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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기 분 기에서 6 시간 동안 산화시켰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 회에 약 

3 kg씩의 UO2 펠렛을 산화하여 10 회에 걸쳐 약 30 kg의 U3O8 분말을 제조

하 다. 10 회에 걸친 분말화 후의 우라늄 산화물의 무게 변화를 Table 

3.5에 나타내었다. UO2의 산화반응식은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3UO2 + O2  →  U3O8

UO2 펠렛이 완 히 U3O8으로 산화된다면 산화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론 인 무게 변화는 U3O8/3UO2 = 1.04로 약 4%의 무게 증가가 있게 

된다. Table 3.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분말화 후의 무게 증가가 UO2로부터 

U3O8으로 환될 때의 무게 증가와 략 일치하는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생

성된 분말들은 모두 U3O8 이라는 것을 간 으로 알 수 있다. 한 이를 확

인하기 하여 XRD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생성된 분말들이 U3O8 분말임을 

알 수 있었다. 생성된 U3O8 분말의 일부 시료를 채취하여 granulometer로 입

도분포를 측정한 결과로부터 평균 입자크기는 21.03 μm, 비표면 (specific 

surface area)은 0.613 m2/g 이었다. 한편, U3O8 분말은 Fig. 3.25의 SEM 사

진에서와 같이 orthorhombic 결정 형태를 나타냈다.

 Table 3.5. Weight Increase of UO2 Pellet during the Oxidation into U3O8

           Powders

No.
Wt. of initial UO2 

pellets (kg)

Wt. of final U3O8 

powders (kg)

Theoretical wt. of 

U3O8 powders (kg)

1 2.853 2.959 2.966

2 2.940 3.052 3.056

3 2.908 3.019 3.023

4 2.869 2.980 2.982

5 2.899 3.009 3.014

6 2.904 3.016 3.019

7 2.882 2.995 2.996

8 2.880 2.992 2.994

9 2.906 3.018 3.021

10 2.862 2.971 2.975

합계 28.904 30.011 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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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 SEM photograph of U3O8 powders produced from UO2 pellet.

   (나) Mock-up 속 환 장치의 성능평가

    ① 염화리튬  리튬 속 시료의 비

       염화리튬과 리튬 속을 불활성 분 기에서 취 하고 시료 공 용기

에 주입하기 한 시료 비 로 박스가 mock-up 속 환 공정의 장실

에 설치되어 있다. 시료 비 로 박스 내에서 계량되어 시료 공 용기에 

주입되고 , 포장된 염화리튬  리튬 속은 이송되어 속 환 장치에 

공 된다. 시료 공 용기의 상부에는 밸 와 어 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를 telescopic 크 인 하부의 시료용기 지장치를 이용하여 속 환 장치 

상부로 이동시켜 180°회 함으로써 용기 내부의 시료를 속 환 장치에 공

한다.

  시료 비 로 박스의 크기는 1,200(W)×600(D)×900(H) mm로, 두께 8 

mm의 스테인 스 강   보강 를 사용하여 가압  진공에 변형되지 않

도록 하 으며, 시료 계량   작업을 해 투시창(재질: polyglass)을 

설치하 다. 로 박스 내부의 아르곤 분 기 조성을 해서는 로 박스 

측면의 시료 투입구를 통해 염화리튬  리튬 시약병을 투입하고 폐한 후

에 감압(350 torr)  아르곤 가스 주입을 반복하여 산소  수분의 함량이 

일정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감압  아르곤 가스 주입의 반복 횟수에 따

른 로 박스 내부의 산소 함량 변화를 Fig. 3.2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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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Oxygen contents in the argon atmospheric glove box.

  Fig. 3.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압  아르곤 가스 주입을 10 회 반복한 

이후에 로 박스 내부의 산소 함량은 략 1,000 ppm 이하로 유지되었다. 

10 회 이상 반복할 경우 산소 농도의 감소량은 아주 게 나타났으며, 15 회 

반복하 을 때의 산소 함량은 450 ppm 이었다. 따라서 감압  아르곤 가스

의 공 을 반복하는 방법에 의하여는 불활성 분 기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험실 규모에서 요구하는 5～10 ppm의 산소 농도를 얻

기 해서는 로 박스 내부 기체를 순환하여 정제시키는 정제시스템을 갖

춰야 할 것이다.

    ② 실험 방법

       Mock-up 속 환 장치의 성능평가 실험은 Table 3.6과 같은 조건

에서 2 차례 수행되었다. 리튬 속의 주입 시 에 따른 속 환율의 변화를 

확인하기 하여, 1 차 실험은 염화리튬이 용융된 후 바로 리튬 속을 주입

하 고, 2 차 실험에서는 염화리튬이 용융되고 10 시간이 경과한 후에 리튬

속을 주입하 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

료 비 로 박스에서 계량하여 시료 공 용기에  포장된 LiCl과 U3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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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6. Operation Conditions of the Mock-up Metallizer

반응물 주입량

U3O8 (kg) 10

Li (kg) 1.63

LiCl (kg) 100

LiCl 용융염계에서의 Li2O 최종 농도 (wt%) 3

Li 과잉량 (%) 30

운  조건

반응 온도 (℃) 650

교반 속도 (rpm) 250

Ar 공  유량 (L/min) 4

반응 시간 (hr) 12

Aging time
  1차 운  : 없음

  2차 운  : 10 시간

분말을 속 환 장치로 이송하여 시료 투입구를 통하여 반응기에 주입한다. 

속 환 장치의 투입구  밸 를 닫고 반응기 내부를 불활성 분 기로 조

성한 다음 반응기를 650 ℃ 까지 가열하여 LiCl을 용융한다. 사용된 U3O8 분

말은 UO2 펠렛을 450 ℃의 공기분 기에서 산화시켜 분말로 만든 것으로서, 

분말의 평균 입자크기는 10～40 μm 다. 반응기 내부의 온도가 600 ℃에 

도달하면 아르곤 가스의 주입과 배출을 20 차례 반복하여 반응기 내부의 공

기  LiCl 용융염에 함유된 수분을 제거하 다. 가열을 시작하여 반응온도

인 650 ℃에 도달하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LiCl의 용융을 확인한 다

음, 리튬 속을 주입하고 250 rpm의 속도로 교반을 시작하 다. 리튬 속은 

기에 총 주입량의 50%를 주입하고 반응시간이 2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10% 씩 추가로 공 하 다. 반응시간 12 시간 경과 후 교반기의 작동을 멈

추고, 마그네시아 필터 입구의 stopper를 열어주어 생성된 우라늄 속분말

과 액상의 용융염을 여과하 다. 액상 용융염의 분리 여과는 약 2 시간 이내

에 완료되었다. 여과가 끝나면 가열로의 원을 차단하여 상온으로 냉각시키

고, 반응기와 필터를 해체하여 생성된 우라늄 속분말  용융염들을 회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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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늄 산화물의 반응시간에 따른 속 환율을 측정하기 하여 리튬

속 주입 후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용융염 시료를 

채취하 다. 시료는 내경 8 mm의 알루미나 튜 를 사용하여 채취하 으며 

1 회에 약 5 g 정도 이하를 채취하여 체 인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

도록 하 다. LiCl-Li2O-Li 용융염 시료는 다음과 같이 Li2O의 농도가 측정

되어 시간에 따른 우라늄 속 환율을 계산할 수 있다. 먼  시료를 증류수

에 용해하고 용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수소 가스의 부피를 측정하여 시료 

에 함유된 리튬 속의 양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Li2O와 물과의 반응에서 생

성된 LiOH를 0.1 N HCl 용액으로 화 정하여 우라늄 산화물과의 속

환 반응에 의해 생성된 Li2O의 양을 분석한다. 한편, 반응 종료 후 반응기가 

상온까지 냉각되면 마그네시아 필터에 포집된 우라늄 속분말의 일부를 채

취하 고, 채취된 시료는 증류수에 용해하고 알코올로 세척한 후 건조하여 

XRD와 TGA 분석을 수행하 다.

  반응이 끝난 후 채취한 시료로부터 속 환율을 계산하기 해서는 우라

늄 속분말의 공기  재산화에 의한 무게 이득 분석법을 이용하 다. 속

환 장치의 운  결과 얻게 되는 생성물을 XRD에 의해 분석하면 우라늄 

속과 UO2의 혼합물질이다. 우라늄 속과 UO2 분말을 산화시키면 최종

으로는 안정한 U3O8으로 환되며 이 때의 무게증가율은 순수한 우라늄일 

경우 17.93%이며, 순수한 UO2 분말일 경우에는 3.95%가 된다. 따라서 실험

결과 얻은 물질들이 모두 우라늄과 UO2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TGA 분석에서의 무게 증가량으로부터 우라늄과 UO2의 함량을 각각 계산할 

수가 있다.

   (다) 성능평가 실험결과

       리튬 속이 주입되어 속 환 반응이 시작된 후, 일정한 시간 간격

을 두고 채취한 용융염 샘 을 분석하여 계산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율을 Fig. 3.27에 나타내었다. Fig. 3.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시간 8 시간 

이후에서의 환율은 모두 95% 이상이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속 환 

속도는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응종료 시 인 12 시간에서 각

각 3 개씩 채취한 우라늄 속분말 샘 의 TGA 분석결과에 의한 평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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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1 차  2 차 실험에서 각각 97.0%와 99.6%로 나타났다. 특히 2 차 실

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100%에 가까운 환율을 나타냈으며, 이 결과로부터 

리튬이 공 되기 에 U3O8 분말이 LiCl 용융염 내에서 UO2로 상 변화를 하

게 되고 이로 인해 속 환율이 높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종료 후 속 환 장치에서 해체된 마그네시아 필터와 이로부터 회

수한 우라늄 속분말의 모습을 Fig. 3.28에 나타내었다. 일부 미 환된 U3O8 

분말로 인하여 체 으로는 검은색으로 보이고 있으나, 자세히 찰하면 순

수한 우라늄 속의 고유색인 은백색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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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Conversion rate of uranium oxide powders as a function of time.

       

                (a)                                   (b)

Fig. 3.28. Produced uranium metal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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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한 우라늄 속분말로부터 5 개의 샘 을 채취하여 XRD  TGA 분

석을 수행하 다. 속 환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우라늄 속분말의 XRD 

pattern은  순수한 우라늄 속의 고유 피크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Fig. 3.29는 TGA 분석의 한 를 나타낸 것으로서, 공기  산화에 의한 

무게 이득율로부터 계산한 우라늄 속으로의 환율은 98.6% 이다.

  Table 3.7에 mock-up 속 환 장치의 주요 실험결과를 요약해 놓았다. 

마그네시아 필터에 포집된 우라늄 속분말의 회수량은 주입된 U3O8 분말 

비 97% 이상의 양호한 결과를 보 으며, 용융염 회수탱크를 해체하여 회

수한 LiCl-Li2O 용융염 한 기 주입양의 98% 이상이 회수되었다.

Fig. 3.29. TGA graph of the uranium metal powders produced.

 Table 3.7. Experimental Results of the Mock-up Metallizer

1차 실험 2차 실험

속 환율 (%) 97.0 99.6

우라늄 속 회수율 (%) > 97 > 97

LiCl-Li2O 용융염 회수율 (%) > 98 > 99

용융염 여과속도 (cm
3

/min․cm
2

) 1.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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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Mock-up 속 환 장치의 운 성 종합 평가

      고온의 U3O8-LiCl-Li2O-Li 용융염 계에서 수행한 두 차례의 속

환 시험 결과 mock-up 속 환 장치는 설계요건에서 의도하 던 모든 기

능을 원활히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마그네시아 다공성 필터는 

열 으로 안정성을 보 으며, 미세한 우라늄 속분말의 회수성  여과성 

측면에서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kg의 U3O8 분말을 사용하여 수행한 2 차례의 성능평가 실험에서 우라

늄 속으로의 평균 환율은 각각 97.0%와 99.6%로 나타났으며, 특히 2 차 

실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100%에 가까운 환율을 보 다. 2 차 실험의 경우 

반응기에 리튬 속을 주입하여 환원반응을 개시하기 에 10 시간의 비 

반응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그에 따라 상 으로 장시간의 운 시간이 소요

되며 반응기의 가열에 소모되는 에 지의 양도 많게 되므로 경제성과 효율

성 측면에서 리튬 속의 주입 시 과 운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한편, 속 환 장치의 공운  과정에서 도출되어 수정/보완된 각 항목들

에 한 운 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선된 리튬 용융 속 공 장치에 

의해 리튬을 반응시간 에 나 어 공 함으로써 강제 교반 조건을 완화시

킬 수 있었고, 증발 리튬 속의 양을 하시킴으로써 공정의 안 성이 향상

되었으며, 구동축의 연결 부 를 개선하여 마찰력을 최소화하고 냉각시스템

을 도입한 마그네틱 드라이  교반기는 2 차 실험에서 약 30 시간 동안 작

동한 후에도 안정한 상태를 보 다. 한편, 가스 배출 의 구경 확장과 치 

변경에 의하여 배출 의 막힘 상이 제거되었으며, stopper 밸 의 축에 설

치된 스크 이퍼에 의해 속분말과 용융염의 여과 분리 단계에서 우라늄 

속분말의 회수율을 97% 이상 얻을 수 있었다.

   (마) Mock-up 속 환 공정의 기 요건

       앞 에서 기술한 mock-up 속 환 장치의 성능평가 결과와 함께 

mock-up 시설의 단 공정간 연계성과 원료물질의 이송방법에 해 반

인 분석을 하 으며, 이로부터 mock-up 속 환 공정의 각 장치에 한 기

 요건  운 차를 확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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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료 비용 로 박스  시료 공 용기

       10 kg의 LiCl 시료 용기를 기 으로 한 시료 비 로 박스의 규격

은 1,200(W)×600(D)×900(H) mm 이상으로 한다. 감압  아르곤 가스의 공

을 반복하는 방법에 의하여 로 박스의 내부를 불활성 분 기로 조성할 

경우, 로 박스의 벽면이 진공도 350 torr에서도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기 

해 두께 8 mm 이상의 스테인 스 강 으로 제작하고 보강 를 사용한다. 

내부의 작업 상태를 확인하기 해 면  후면에 polyglass 재질의 투시창

을 설치한다. 이와 같은 요건의 로 박스에서 감압  아르곤 가스 공  

반복법에 의해 조성할 수 있는 로 박스 내부 아르곤 가스 의 최  산

소 함유량은 450 ppm이며, 이보다 낮은 산소 농도를 얻기 해서는 로

박스 내부의 기체를 순환하여 정제시키는 정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한 

로 박스 내부에서 계량된 원료물질을 시료 공 용기에 주입할 때 공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하여 로 박스의 시료 투입구와 시료 공 용기 주입구

의 연결부를 이  밸  시스템으로 제작하여 공기가 완 히 제거되어 아르

곤 가스가 충진되도록 한다. 시료 공 용기의 규격은 LiCl 1 회 취  용량 

10 kg을 기 으로 ø30×60 cm가 되도록 하며, telescopic crane에 의하여 

180°회 되어 시료를 반응기에 공 할 때 시료가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경

사각이 40°이상 되도록 한다.

    ② Telescopic crane

       Telescopic crane은 원격조작에 의해서 속 환 장치에 원료물질들

을 공 하기 한 설비로서, 시료 공 용기를 지하여 운반  회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최  취 하 은 1 ton이며, overhead crane의 하부에 장착하

여 상하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크 인 하부에는 시료 공 용기를 지하기 

한 장치가 설치되어 기모터의 기어 구동에 의한 치제어로 용기를 

지하며, 지된 용기는 속 환 상부의 시료 주입구로 이동되어 180°회 함

으로써 용기 내부의 시료를 속 환 장치에 공 한다.

    ③ 속 환 반응기의 열분포도

       속 환 장치의 반응기는 길이가 1,300 mm로 비교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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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방향의 균일한 온도분포 조 에 실패할 경우 용융염이 응고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길이 방향으로 균일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열로를 3 단

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가열로를 독립 으로 제어함으로써 반응기의 길이 방

향으로 균일한 온도분포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Mock-up 속 환 장치의 

성능평가에서는 3 단 가열로의 상/ /하단의 온도를 550/660/660 ℃로 설정

하 을 때 속 환 반응기의 내부온도 650 ℃의 균일한 온도분포를 나타내

었다.

   (바) Mock-up 속 환 공정의 운 차서

I) 운  시작 의 검

 1) 속 환 장치의 운  개시 에 다음 사항들을 검한다.

  i) Telescopic crane  시료 공 용기 지장치의 작동 여부를 시험한다.

  ii) Stopper 밸 의 작동시험: Stopper 밸 의 개폐를 작동시키는 공압 실

린더에 공 되는 아르곤 가스의 공  방향을 정/역으로 변경하며 밸

의 개폐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아르곤 가스 공 압력: 7 kgf/cm2).

  iii) 제어반의 교반기 스 치  회 속도 조 기에 의한 마그네틱 드라이

 교반기 작동 여부를 시험한다.

  iv) 액체 아르곤 가스의 기화  mass flow meter를 통하여 반응기로 주

입되는 아르곤 가스의 공  여부를 확인한다.

  v) 속 환 반응기의 폐성: 조립된 속 환 장치의 주 반응기 내부 압

력이 0.5 kgf/cm2가 되도록 아르곤 가스를 공 하고 연결 을 차단하여 

압력변화를 찰한다(1 시간 동안의 압력 감소가 0.05 kgf/cm2 이하).

  vi) 기타 제어 넬 상에 나타나는 signal을 확인한다.

 2) 반응기 내부의 잔존 수분 제거  건조를 하여 가열로 설정 온도를 

200 ℃로 하여 약 2 시간 동안 반응기를 온 가열한다.

 3) 액체 아르곤 bomb의 밸 를 열고 mass flow meter를 조정하여 아르곤 

가스를 4 L/min의 유량으로 반응기에 계속 공 되도록 한다.

II) 시료의 비  이송

 4) 속 환 장치에 공 할 LiCl  리튬 속을 계량하여 시료 공 용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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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하고 , 포장한다.

  i) 시료 비 로 박스에 속 환 반응에 요구되는 양의 LiCl  리튬 

시약병을 투입하고 로 박스의 시료투입구 문을 닫고 폐한다.

  ii) 진공펌 를 이용하여 시료 비 로 박스 내부를 진공(약 350 torr)으

로 만든 후에 아르곤 bomb의 밸 를 열어 아르곤 가스를 공 한다. 이 

작업은 시료 비 로 박스 내부의 산소  수분의 농도가 설정치 이

하가 될 때까지 10～15 회 반복한다.

  iii) 시료 비 로 박스 하단에 시료 공 용기를 설치하고 시료 공 용기

의 밸 를 개방한다.

  iv) 시료 공 용기  연결  내부를 아르곤 분 기로 조성하기 하여 진

공 감압  아르곤 가스 공  작업을 5 회 실시한다.

  v) 시료 비 로 박스 하단의 밸 를 개방하여 계량된 LiCl을 시료 공

용기에 투입한다(시료 공 용기의 용량: 약 10 kg LiCl).

  vi) 속 환 반응에 주입할 양이 될 때까지 iii)～v) 작업을 반복한다.

  vii) 리튬에 하여도 ii)～vi) 작업을 수행한다(시료 공 용기의 용량: 약 2 

kg Li).

 5) , 포장된 LiCl  리튬 시료 공 용기  U3O8 분말 용기를 아르곤 

셀로 이송한다.

III) 시료 주입 단계

 6) 속 환 반응기의 상, , 하단의 가열로를 각각 200 ℃까지 가열한다.

 7) LiCl 공 용기의 밸 를 제거한 후, telescopic crane과 crane에 장착된 

지장치를 조작하여 LiCl을 속 환 반응기에 주입한다. 비된 모든 

LiCl이 주입될 때까지 반복한다.

 8) LiCl에 함유된 수분을 증발시켜 반응기로부터 배출시키기 하여 다음 

작업을 행한다.

  i) 속 환 반응기의 상, , 하단의 가열로 온도조 기를 각각 500 ℃로 

설정하여 가열한다.

  ii) 이때 속 환 반응기의 불활성 분 기 조성을 하여 아르곤 가스를 4 

L/min의 유량으로 계속하여 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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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500 ℃에 도달하면 아르곤 가스의 가압/감압 배출을 10 차례 반복하여  

LiCl에 함유되어 증발된 수분을 반응기에서 배출시킨다. 이때 아르곤 

가스의 유량은 50 L/min, 가압 압력을 0.5 kgf/cm2로 한다.

  iv) 반응기의 상, , 하단의 가열로 온도조 기를 각각 680 ℃로 설정하

고, 아르곤 가스를  4 L/min의 유량으로 공 하며 가열한다.

  v) 반응기의 온도가 650 ℃의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iii)과 같은 조건으로 

아르곤 가스의 가압/감압 배출을 20 차례 반복하여 잔여 수분을 완 히 

제거한다.

 9) 교반기를 조심스럽게 작동하여 LiCl의 용융 여부를 확인한다.

 10) LiCl의 용융이 확인되면 telescopic crane  crane에 장착된 지장치

를 이용하여 U3O8 분말을 반응기에 공 한다.

 11) 제어 넬의 회 속도 가변조 기를 이용하여 교반속도를 250 rpm으로 

설정, 반응물질을 교반한다.

IV) 속 환 반응 단계

 12)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면 리튬 속을 속 환 반응기로 주입한다.

  i) 리튬 공 장치의 온도가 300 ℃ 이상임을 확인한다. 반응기의 가열로에 

의한 열량으로 300 ℃ 이상이 유지되지 않으면, 리튬 공 장치의 자체 

가열로를 이용하여 가열한다.

  ii) 리튬 공 장치 상부의 아르곤 공 밸 를 열고 리튬 공 장치의 내부압

력이 0.5 kgf/cm2 가 될 때까지 아르곤 가스를 공 한다.

  iii) 리튬 공 장치의 stopper 밸 를 열어 액상의 속 리튬을 반응기 내

로 주입한다.

  iv) 일정량 주입 후 stopper 밸 를 닫는다.

  v)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2 시간 간격으로 i)-iv)의 과정을 반복하여 리튬

을 공 한다. 리튬 속의 주입은 반응 기에 체 주입량의 30 wt%를 

주입하고, 2 시간 간격으로 15 wt% 씩 4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10 

wt%를 주입한다.

 13) 12 시간 동안 속 환 반응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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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생성 속우라늄 분말 여과단계

 14) 12 시간 동안의 속 환 반응이 완료되면 교반기의 작동을 일시 으로 

멈춘다. 스크 이퍼 축을 고정하고 있는 랜지를 풀고 스크 이퍼를 

반시계 방향으로 180°회 시켜 우라늄 속분말을 반응기 면으로부터 

어내어 다.

 15) Stopper 밸 의 개폐를 작동하는 공압 실린더의 기체 공 방향을 역방

향으로 바꾸어 밸 를 열어 다(기체 공  압력: 7 kgf/cm2).

 16) 교반기 A와 B를 5 분 간격으로 교 로 작동하며, 마그네시아 필터를 

통해 우라늄 속분말이 여과되어 용융염과 분리되도록 한다.

 17) 여과가 진행되는 동안 반응기 하부 열 의 온도변화를 주의깊게 찰

한다. 온도가 격히 하강하면 용융염의 액 가 교반기 날개의 면까

지 내려간 것을 의미하므로 교반기의 작동을 지한다. 여과 개시 후 2 

시간이 지나면 가열로의 원을 차단하고 반응기의 내부온도가 상온이 

될 때까지 냉각시킨다.

VI) 우라늄 속분말  용융염 회수 단계

 18) 속 환 반응기의 상부 랜지에 설치된 부속품들을 분해/해체한 후, 

crane을 이용하여 상부 랜지를 반응기로부터 제거하여 아르곤 셀 내

의 빈 공간에 이동시켜 놓는다.

  i) Stopper 밸  작동 공압 실린더  지지 , 압축공기 공

  ii) 마그네틱 드라이 의 시블 조인트  냉각용 압축공기 공

  iii) 리튬 용융 공  장치

  iv) 아르곤 가스  냉각 가스 공   배출

  v) 열  연결선  각종 선

 19) Crane을 작동하여 주 반응기를 해체하여 이동시킨 후,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마그네시아 필터의 어 터 클램 를 풀어서 반응기로부터 분리시

킨다. 우라늄 속 분말의 산화를 방지하기 하여 포집된 우라늄 속

분말과 마그네시아 필터를 보  용기에 넣고 아르곤 가스로 퍼지를 한 

다음 하여 보 한다. 마그네시아 필터가 분리된 주 반응기를 아르

곤 셀 내의 빈 공간에 이동시켜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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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Crane을 작동하여 용융염 회수탱크를 속 환 장치로부터 분리 이동

시킨 후, 용융염을 회수한다.

   (사) 결론

       원자력연구개발 장기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인 사용후

핵연료 차세  리공정과 련하여 제 1 단계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 던 

속 환 장치의 재료에 한 문제 과 우라늄 속분말과 고온 용융염의 

분리/회수의 난 을 해결하기 하여 직 여과법을 용한 속 환 공정에 

한 연구개발을 수행하 다. 이를 하여,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과정

에서 생성되는 Li2O가 LiCl 용융염 내에서의 농도에 따라 속 환 특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이로부터 속 환 환원공정의 장치구성과 최 의 

운 조건을 결정하 다. 고온 LiCl 용융염계에서 마그네시아 재질의 다공성 

필터를 이용하여 미세 우라늄 속분말을 회수하는 직 여과법의 개념을 제

시하 고, 실험실 규모의 검증실험을 통해 공정의 용성을 평가하 으며, 

이를 토 로 20 kgU/batch 규모의 mock-up 속 환 반응기를 설계, 제작

하고 mock-up 속 환 공정의 성능평가  공정변수의 최 화 실험을 완

료하 다. 각 단  연구내용들에 하여 얻어진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실험실 규모 속 환 반응 조건의 분석을 통해 mock-up 속 환 공정

의 비 최 조건을 도출하고, 우라늄 산화물  LiCl 용융염계에서 Li2O의 

농도에 따른 속 환율  반응속도에 한 정량 인 자료를 구하 다.

  - LiCl/U3O8 무게비: 9 (LiCl 용융염계 Li2O의 농도: 3 wt%)

  - 목표 환율 도달 반응시간: 8 시간

  - 리튬 속의 과잉량: 30%

  - 교반속도: 250 rpm

  - 상기 조건에서의 U3O8 분말의 평균 속 환율: 98% 이상

  고온의 용융염과 미세 우라늄 속분말을 분리하기 해 제시된 다공성 

magnesia 재질을 이용하여 직 여과법을 용한 mock-up 속 환 공정을 

완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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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그네시아 재질의 다공성 필터는 고온의 LiCl 용융염계에서 열   

내부식 측면에서 안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마그네시아 필터의 여과속도: 1.1～1.2 cm3/min․cm2

  - 속우라늄 회수율: 99%

  리튬 속 용융공 장치, 마그네틱 드라이  교반장치  stopper 밸  등

은 설계요건에 부합된 만족스런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mock-up 시설의 단

공정간 연계성, 원료물질의 취   이송 방법에 한 반 인 분석을 

통해 mock-up 속 환 장치의 운 차와 각 단  공정  장치에 한 

성능요건을 확립하 다.

 나. Mock-up 리튬 속 회수장치

    1 단계 연구에서 복합용융염(LiCl-Li2O)의 기분해 기 실험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성분 용융염으로부터 리튬 속을 회수, 순환시

키는 기분해 시험장치를 아르곤 분 기로 유지하는 로 박스 내에 제작/

설치한 바 있다. 여기에서 채택한 기분해 장치는 다성분 용융염으로부터 

산화리튬만을 선택 으로 기분해시켜 리튬 속을 회수하는 2극 정 압 

기분해 운  방식의 장치로 마그네시아 격막을 cathode chamber와 anode 

chamber 사이에 설치한 개념의 장치이다. 이 마그네시아 격막은 cathode에

서 환원된 리튬 속이 반응기 내부의 용융염 상층부에 떠돌아다니며 야기될 

수 있는 cathode와 anode 간 기 방  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생성된 리튬 속은 진공 siphon 이송법으로 기분해 장치의 상부를 통하

여 회수하는 개념이며, 기분해 반응 후 기분해조 내의 잔류 용융염은 염

화리튬의 물리  특성을 이용한 기분해조 하부의 열밸 를 통하여 배출하

도록 구성하 다(Fig. 3.30).

  본 장치는 설계 당시에 아르곤 분 기를 유지하는 로 박스 내에서 운

하는 개념이었으나, 속 환 공정이 장치 내부만 불활성 분 기를 조성하

는 개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분해 장치의 수정이 요구되었으며, 그 외 시

운 을 해 기존의 장치를 일부 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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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0. Drawing of the electrolyzer assemb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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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해조 내부의 불활성 분 기 조성을 해 아르곤 가스 공   배

출 을 설치하 으며, 아르곤 가스 배출 에는 산소/수분 측정기를 설치하여 

기분해조 내부의 불활성 분 기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한편, 1 

단계 연구에서 속 환 장치에 사용한 탄소 재질의 반응기 손의 원인이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제로 투입한 리튬 속이 용융되고 탄소도가니의 이음 

마디 나사선으로 용융 리튬 속이 침투되어 리튬카바이드(Li2C2)가 생성된 

결과로 추정됨으로써 기분해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리튬 속과 탄소 재질

의 cathode와의 을 차단하기 해 리튬 속 층과의 면에 이트리아

로 피막을 입혔다. 한, 기분해 반응이 종료된 후에 감압을 이용한 리튬

속 회수 과정에서 LiCl 용융염의 유입에 의한 배  막힘 상을 방지하기 

하여 소형의 회수 리튬 속 장용기를 별도로 설치하 다.

  1 개의 cathode(재질: 탄소, 규격: ø60 mm)와 6 개의 anode(재질: 탄소, 규

격: ø40 mm)를 갖는 2극 기분해 방법을 모체로 하고 복합용융염 내에서 

산화리튬(Li2O)의 기분해에 의한 리튬 속 회수를 목 으로 하는 공정으로 

cathode chamber와 anode chamber를 분리하기 해 원통형 마그네시아 격

막을 사용함으로써 환원, 회수된 리튬 속 용융체가 cathode chamber 내부

의 상층부에 고여 일정량 수 에 도달하면 siphon 원리로 회수해낸다. 본 성

능시험으로부터 기분해 공  의 검증, 정 압 공  운 에서의 해 

류  운 효율, 극재료  장치구조(마그네시아 다이아 람, 알루미나 

 마그네시아 연체) 재료의 양립성, 장치 간 용융염의 이송 안 성 등에 

주안 을 두고 공정의 용성 평가를 수행하 다.

  기분해조는 용 선이 없는 16 in. 이 (Sch. No. 40, 길이: 960 mm, 재

질: STS-316L)를 사용하 으며, 반응기 상부에 용융염 장탱크로부터 공

되는 용융염 공 , 운 이 종료된 후, 잔류 용융염을 배출하기 한 반응

기 하부의 용융염 배출 , 고온에서 발생되는 용융염 증기를 포집하기 한 

냉각기에 연결되는 용융염 증기 배출 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공   배

출 은 1½ in. 이 (Sch. No. 80, 재질: STS-316L)를 사용하 다.

  본 장치는 속 환 공정에서 발생되는 다성분 용융염계로부터 기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리튬 속을 회수, 순환하기 한 장치로, 기분해 반응에 

의해 생성된 리튬 속의 재산화를 방지하기 해 아르곤 가스 분 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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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되어야 한다. Li2O의 함량에 따라 650 ℃에서 750 ℃ 범 에서 운 되는 

본 장치는 정 온도로 가열된 용융염을 기분해조 상단의 용융염 공

을 통하여 기분해조로 공 되며, 용융염 계면이 액면계에 도달하면, 용융

염의 공 을 단한다.

  Powerstat를 이용하여 기분해 극에 -3 V의 직류 압을 공 하여 Li2O

의 기분해 반응을 수행함으로써 리튬 속이 생성되며, 기분해 반응이 진

행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기분해조 내부의 온도를 염화리튬의 융  이상

의 온도로 유지한다. 기분해 반응에 의해 마그네시아 격막 내부의 cathode 

chamber에는 환원된 리튬 속이 생성되어 용융염 상부에 액체 상태로 고이

게 되고, 격막 외부의 anode chamber에서는 CO2 가스가 생성되어 기체 배

출구를 통하여 배출된다. 환원된 리튬 속은 재산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해 리튬 속 회수 을 통하여 고순도의 아르곤 가스를 cathode 

chamber 내부로 지속 으로 공 하고, 공 된 아르곤 가스는 마그네시아 격

막 상부에 치하는 2 개의 구멍을 통해 anode chamber로 유입되도록 하

고 최종 으로는 CO2 가스와 함께 기체 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다른 액면계에 의해 리튬 속과 복합용융염의 계면을 측정함으로써 기

분해 반응이 일정 수 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3 V의 직류 원 

공 과 아르곤 가스 공 을 지하고 생성된 리튬 속은 진공흡입 이송 방

법에 의해 리튬 속 회수 을 통하여 리튬 속 수집탱크로 이송/ 장한다. 

리튬 속의 이송이 종료되면 기분해조에 잔류하는 복합용융염을 기분해

조 하부에 설치된 용융염 배출구를 통하여 복합 용융염 수집탱크로 배출시

킨다.

  기분해 반응의 종료 후 로 박스 외부의 진공시스템을 이용하여 복합

용융염을 배제하고 리튬 속 만을 회수토록 감압 이송하게 된다. 이 때 탄탈

륨 재질의 리튬 속 회수 (직경: ø20 mm) 아래에 용융염 계면이 형성되도

록 염화리튬의 양을 38 kg으로 결정하 으며, 복합 용융염 의 산화리튬의 

조성이 5 wt%가 되도록 산화리튬의 양을 2 kg으로 공 하 다.

  기존의 운 차서에 의한 용융염 이송 경로는 Fig. 3.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 환 공정 종료 후 로 박스 외부의 진공펌 (P-1)를 이용하여 

속 환 장치(R-1) 내부의 복합용융염을 용융염 장탱크(T-1)로 이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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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P&ID of the molten salt transportation.

되어 있으나 번 시운 에서는 분말 상태의 염화리튬과 산화리튬을 용융염 

장탱크(T-1)에 공 하 다. 용융염 장탱크의 하부 배출 (L4)은 경사지

게 배 을 설치함으로써 염화리튬의 용융  이하에서는 고화된 염화리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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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밸  역할을 하도록 하 으며, 용융염 장탱크 내부의 복합염이 용융

되면 기분해조의 가열로(Fig. 3.30의 #1  #2 main HT)와 기분해 장치

의 용융염 공 (Fig. 3.30의 #1 Aux. HT)  용융염 장탱크의 용융염 

배출 (L4)을 염화리튬의 용융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융염 장탱크의 복합

용융염을 기분해 장치로 공 한다. 이때 복합염을 용융할 시에는 용융염 

장탱크나 기분해 장치 내부는 불활성 분 기를 유지하기 해 리튬 속 

회수탱크를 통해 10 l/min의 아르곤 가스를 공 함으로서, 기분해 장치 내

부는 약 200 ppm의 산소 분 기로 유지되었으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아

르곤 가스 배출 에 설치한 필터가 염화리튬 fume으로 막히게 되어 산소  

수분 측정시스템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 다.

  기분해 장치 내부의 액면계로부터 일정량의 복합용융염이 이송되었음을 

확인한 후 용융염 장탱크(T-1)  용융염 장탱크의 배출 (L4)과 기

분해 장치의 용융염 공 의 가열을 지하고 기분해조 내부의 온도는 

680 ℃로 유지하며 powerstat(Sycopel scientific Ltd.)를 이용하여 -3 V의 

직류 원을 공 하며 55 시간 동안 기분해 실험을 수행하 다.

  시운  결과 기 실험에서 밝 진 복합용융염계에서의 리튬 속의 선택  

회수반응을 실 시키기 하여 도출된 -3 V 정 압 운 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평균 류는 42.3 A(최  46 A, 최소 34 A)로 총 하 공 량

은 8.37×106 coulomb이었다. 기분해 장치의 시운 은 기분해조 내부만을 

아르곤 가스를 이용하여 제한된 불활성 분 기에서 수행되었으며, 탄소 재질

의 표면에 이트리아 피막을 입힌 cathode는 이트리아 피막이 손상되어 기

분해 반응에 의해 생성된 리튬 속과의 반응으로 인해 리튬 속의 회수량에 

의한 운 효율 평가는 당  계획 로 수행하지 못하 으나, 탄소 재질의 

anode 층의 소모량 245 g  공 된 총 하량 8.37×10
6 coulomb과의 비교

에 의한 간  평가로부터 약 94.1%(CO2 생성반응식 기 )의 운 효율을 

나타냈다. 한편 공 된 산화리튬이 2 kg임을 고려할 때 기분해 반응 진행

율은 64.8%의 결과를 보 다.

  산화리튬의 기분해에 있어 탄소 재질의 anode는 anode에서의 생성물이 

산소임을 고려할 때 이산화탄소 기체를 최종 반응물로 형성하고 기분해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Fig. 3.3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의 새로운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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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 으로 창출됨으로써 극의 부식에 따른 류효율 하는 발생되지 

않는 좋은 결과를 나타낸 반면에 cathode 재질로 사용한 탄소의 경우에는 

cathode에서의 생성물인 리튬 속과의 반응으로 인해 Fig. 3.3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의 부풀림 상이 발생되어 cathode 극 재질로 탄소의 사

용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Fig. 3.32(c)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thode chamber와 anode chamber의 분리를 해 사용한 마그네시아 격막

은 열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손되었으며, 같은 이유로 마그네시아 재질의 

열  보호   계면 측정용 센서 보호  등도 손되어 제 기능을 수행

하지 못하 다. 따라서 향후 기분해 장치의 연구개발 방향으로는 cathode 

극 재질의 선정 내지는 개발과 이의 유지 리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cathode chamber와 anode chamber의 분리 격막 재료의 선

정  열충격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었다.

  한편, 력장 흐름에 의한 용융염 이송시험에서는 복합용융염 간 장탱

크와 기분해 장치 연결 배 의 기하학  구조나 열선  단열 처리가 원

활하여 용융염의 재응고에 따른 막힘 상 없이 당  설계치 로 수행되었

으며, 보완 연구 사항으로써 장 용이 가능한 용융염의 이송 개시와 종

료, 그리고 이송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a) Anodes               (b) Cathode     (c) MgO diaphragm

Fig. 3.32. Results of the electrolysis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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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온 LiCl-Li 용융염계에서 환원된 속 환체의 특성분석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은 LiCl 용융염계에서 산화물 핵연료를 리튬

속으로 환원하는 속 환 공정을 근간으로 하는 공정으로, 속 환 과정

에서 알칼리, 알칼리토 속  일부 희토류 원소를 제외한 모든 핵분열생성

물과 우라늄, 루토늄 등은 모두 속으로 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1-3]. 

고온 LiCl 용융염계에서 산화물 핵연료의 속 환 특성과 일부 핵분열생성

물의 선택  분리성은 부피 감용 이외에 방사능  발열량도 획기 으로 

일 수 있는 부가 인 장 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에서 고온 LiCl 용융

염계에서 산화물 핵연료를 속 환하여 장 리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의 장성 향상은 물론 장 안 성 요건의 완화 측면에서 매우 바람

직할 것으로 단된다.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기술의 핵심공정인 속 환 

공정에 한 반응성 검증 실험결과, 속 환 공정에서 우라늄 산화물  귀

속 원소는 고온 LiCl 용융염의 리튬 속과 반응하여 97% 이상 속으로 

환되는 특성을 나타내었고, 고방열성 핵종인 Cs과 Sr 원소는 LiCl 용융염

계에서 염화물로 환됨과 동시에 속 환체로부터 선택 으로 분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 용융염계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으로 인한 발

열량  방사능 감소량의 정량 인 평가와 더불어 각 단 공정별 기 요건

의 기 자료 확보를 해 실험실 규모의 반응성 실험결과와 기 발표된 문헌

을 토 로 속 환체의 상 조성을 평가하 다. 한 LiCl-Li-Li2O 계에서 

생성된 반응생성물의 물리  특성을 고려하여 속 환체와 용융염에 한 

stream을 결정하 고, 이를 기 으로 속 환체의 발열량과 방사능을 

ORIGEN2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가. 고온 LiCl 용융염계에서 사용후핵연료 내 주요원소의 화학  특성

  (1) 우라늄  TRU원소

     우라늄  TRU 산화물은 650 ℃ 반응온도 조건에서 LiCl 용융염계의 

리튬 속과 반응하여 속으로 환된다.

     MxOy + 2yLi → xM + yLi2O,   M = Am, Cm, Np, Pu와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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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l 용융염은 650 ℃ 조건에서 리튬 속과 반응 부생성물인 Li2O에 하

여 각각 0.5 mol%와 11.9 mol%의 용해도를 갖고 있어 반응속도 향상 등의 

반응매질로서 유리한 특성을 나타낸다. LiCl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TRU 

산화물의 속 환 반응은 LiCl 용융염계 Li2O의 농도에 의존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AmO2는 우선 3가의 산화물로 환되고 속으로 환되는 메카

니즘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반응 메카니즘에서 3가 산화물이 속으로 

환되기 해서는 LiCl 용융염계의 Li2O의 한계분율이 650 ℃의 조건에서 

0.046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을 이론 으로 제시하고 있다[11]. 루토늄 산화

물의 속 환 반응 메카니즘은 더욱 복잡하여 3가, 2가의 산화물로 환된 

다음 최종 으로 속으로 환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이들 간물질을 

속으로 환하기 해서는 LiCl 용융염계에서 Li2O의 한계농도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우라늄  TRU 산화물을 포함한 간물질의 Li2O에 

한 한계농도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CmO2>AmO2>NpO2>Np2O3>PuO2>UO2>Cm2O3>Pu2O3>Am2O3

  이는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한 실험 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

내고 있으며, 특히 루토늄 산화물은 LiCl 용융염계 Li2O 용해도 이하에서

는 Li2O 농도와 무 하게 완 히 환원되나, Am2O3의 경우에는 LiCl 용융염

계 Li2O의 농도를 5 wt% 이하로 유지해야만 완 히 환원반응이 진행된다고 

보고되었다[6].

  (2) 알칼리  알칼리토 속 계열원소, Eu, Se, Te

     알칼리  알칼리토 속 계열의 핵분열생성물은 LiCl 용융염계에서 염

화물로 환되고, 반응매질인 LiCl 용융염에 용해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

히 4가의 산화물은 LiCl-Li 계에서 염화물과 Li2O를 생성하는 반면에 2가의 

산화물은 LiCl 용융염 자체와 반응하여 염화물로 환되는 반응 메카니즘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Eu 원소는 LiCl 용융염계에서 산염화물과 복합산화물을 

생성한다고 최근에 보고된 바 있으며[7], 이들 복합산화물은 LiCl 용융염의 

도(1.485 g/cm3)보다 크고, LiCl 용융염에 한 불용 특성을 고려할 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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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된 속분말과 동반되어 회수될 것으로 상된다. Se와 Te 원소는 LiCl 

용융염계의 리튬 속과 반응하여 리튬화합물을 생성하고, LiCl 용융염계에 

용해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3.8에 상기의 원소에 한 화학 반응

식을 요약,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3.8. Fuel Reduction Equilibria of AM, AEM and RE Oxides

Element Chemical Reaction

BaO2

 BaO2(-1) + 2Li(2) + 2LiCl(1) 〓 BaCl2(1) + 2Li2O(1)

 BaO(-1) + 2LiCl(1) 〓 BaCl2(1) + Li2O(1)

CsO2  CsO2(-1) + 3Li(2) + LiCl(1) 〓 CsCl(1) + 2Li2O(1)

Eu2O3  Eu2O3(-1) + LiCl(1) 〓 EuOCl(1) + LiEuO2(-1)

Rb2O
 Rb2O(-1) + 2LiCl(1) 〓 2RbCl(1) + Li2O(1)

 RbO2(-1) + 3Li(2) + LiCl(1) 〓 RbCl(1) + 2Li2O(1)

SrO  SrO(-1) + 2LiCl(1) 〓 SrCl2(1) + Li2O(1)

SeO2  SeO2(-1) + 6Li(2) 〓 Li2Se(1) + 2Li2O(1)

TeO2  TeO2(-1) + 6Li(2) 〓 Li2Te(1) + 2Li2O(1)

CeO2  2CeO2(-1) + 3Li(2) 〓 CeO(-1) + 1/2Ce2O3 + 3/2 Li2O(1)

Gd2O3  Gd2O3(-1) + Li2O(1) 〓 2LiGdO2(-1)

La2O3  La2O3(-1) + LiCl(1) 〓 LaOCl(-1) + LiLaO2(-1)

Nd2O3  Nd2O3(-1) + Li2O(1) 〓 2LiNdO2(-1)

Pr2O3  Pr2O3(-1) + Li2O(1) 〓 2LiPrO2(-1)

Sm2O3  Sm2O3(-1) + Li2O(1) 〓 2LiSmO2(-1)

Y2O3  Y2O3(-1) + Li2O(1) 〓 2LiYO2(-1)

   ※ phase 1 : LiCl-rich phase

   ※ phase 2 : Li-rich phase

   ※ phase -1 : invariant solids



- 122 -

  (3) 희토류 계열 원소

     희토류 원소는 Table 3.9와 같이 산화물의 표  생성자유에 지가 

Li2O 보다 작기 때문에 열역학 으로 속 환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 희

토류 계열의 산화물은 부분 sesquioxide 형태로 존재하며, sesquioxide는 

LiCl 용융염계의 Li2O와 반응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Ce 산화물은 

LiCl-Li2O-Li 계에서 4가에서 3가 산화물로 변환되나, 근본 으로 속화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Nd, Sm, Gd, Y, Lu  Pr 원소는 Table 3.8의 화학반

응식과 같이 LiCl-Li2O 계에서 복합산화물로 환되고, La 원소는 복합산화

물과 산염화물을 형성한다[7]. 생성된 일부 복합산화물은 Table 3.10과 같이 

LiCl 용융염계에 해 낮은 용해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분 속분말과 같

이 동반 회수될 것으로 상된다.

Table 3.9. Free Energy of Formation of Rare Earth and Noble Metal Oxides

Oxide △G(kJ/mol-O) Oxide △G(kJ/mol-O)

CeO2 -447.0 NiO -155.9

Gd2O3 -520.7 CdO -164.3

La2O3 -509.8 MoO2 -209.9

Nd2O3 -515.1 PdO -19.7

Pr2O3 -515.5 Rh2O3 -39.1

Sm2O3 -517.8 RuO2 -74.9

Y2O3 -545.6 Sb2O3 -154.5

Eu2O3 -455.8 SnO2 -194.4

Li2O -480.7 TcO2 -133.4

Table 3.10. Density and Solubility of LiREO2 in LiCl at 650 ℃

Compound Density
(g/cm3)

Solubility
(ppm) Compound Density

(g/cm3)
Solubility

(ppm)

LiNdO2 5.54 3.7 LiLaOCl2 4.21 -

LiYO2 3.93 - LiPrO2 6.08 -

LiGdO2 5.86 0.69 LiSmO2 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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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귀 속 계열 원소

     우라늄과 TRU 원소와 유사한 반응 메카니즘에 의해 NM 원소는 

LiCl-Li 계에서 속으로 환된다. NM 산화물의 표  생성자유에 지가 

Li2O 보다 크기 때문에 열역학 으로도 속 환 반응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NM 원소의 속 환 반응은 우라늄  TRU 산화물과 같이 

LiCl 용융염계 Li2O의 한계농도에 의존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나.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의 물질수지

  (1)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 flow sheet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은 Fig. 3.33과 같이 고온의 LiCl 용융염

계에서 산화물 핵연료를 리튬 속으로 환원하는 속 환 공정과 건식분말

화 공정, 리튬회수 공정으로 구성된다.

  일정 크기로 단된 사용후핵연료는 건식분말화 공정으로 도입되며, 500 

℃ 과잉 공기 분 기에서 사용후핵연료 펠렛은 10～15 ㎛ 입자크기의 U3O8 

산화물 형태로 분말화 되고, 동시에 부분의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이 제거된

다. 속 환 공정은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라늄  TRU 산화물의 

속 환율을 고려하여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를 3.2 wt% 이하로 제어

한다. 속 환 반응기에는 산화분말 형태로 도입되며 산화물 핵연료는 상기

Fig. 3.33. Flow sheet of the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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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LiCl-Li2O-Li 계에서 다양한 반응 메카니즘에 의해 

속, 염화물, 산염화물 혹은 복합산화물 등으로 변환된다. LiCl 용융염보다 

비교  도가 큰 속분말과 복합산화물은 LiCl 용융염계로부터 직  여과

방법에 의해 분리되고, 3.2 wt%의 Li2O를 포함하고 있는 LiCl 용융염은 

기분해법에 의해 리튬 속을 회수하고, 회수된 리튬 속과 LiCl 용융염은 

속 환 공정으로 재순환된다.

  (2) 기  산화물 사용후핵연료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의 물질수지 작성은 기 농축도 3.2 

wt%, 연소도 33 GWd/tU, 냉각기간 10 년인 사용후핵연료를 기 으로 하

다. 사용후핵연료 내의 우라늄, TRU  핵분열생성물의 조성은 ORIGEN2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이의 결과를 Table 3.11에 요약, 수록하 다.

Table 3.11. Composition of Reference PWR Fuel by Weight

Group Element (%)

U U 95.5 

TRU
Am 8.68x10-2 Cm 4.96x10-3 Np 5.36x10-2

Pu 0.847

AM, AEM

Eu, Se, Te

Ba 0.193 Cs 0.23 Eu 1.60x10-2

Rb 3.60x10-2 Se 5.60x10-3 Sr 7.90x10-2

Te 4.70x10-2

VFP
Br 2.20x10-3 I 2.40x10-2 Kr 3.50x10-2

Xe 0.544

RE

Ce 0.245 Dy 1.00x10-4 Gd 1.40x10-2

La 0.125 Nd 0.412 Pm 7.00x10-4

Pr 0.115 Sm 8.60x10-2 Tb 2.00x10-4

Y 4.70x10-2

NM

Ag 5.40x10-3 Cd 9.10x10-3 Mo 0.345

Nb 6.90x10-7 Pd 0.147 Rh 4.20x10-2

Ru 0.219 Sb 9.00x10-4 Sn 4.90x10-3

Tc 8.40x10-2 Zr 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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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 공정별 물질수지  속 환체의 상 조성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의 물질수지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

이 산화물 핵연료의 LiCl 용융염계에서의 화학  거동과 단  요소기술에 

한 실험실 규모의 반응성 검증실험 결과를 토 로 설정하 다. 물질수지를 

작성하기 한 공정의 기 요건은 다음과 같다.

  - 20 kgHM의 사용후핵연료는 단  slitting된 후, 건식분말화 공정에 

도입된다. 건식분말화 공정은 500 ℃ 공기 과잉분 기 조건에서 평균입

도 10 ～15 ㎛ 입자크기의 분말 형태로 환되고,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은 이 단계에서 거의 제거된다.

  - 속 환 반응기의 용량은 20 kgHM/batch이며 리튬 속의 과잉율은 

15%, 최종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는 3.2 wt% 이하로 제어한다. 직

여과된 속분말에는 2.3%의 LiCl 용융염이 동반되고, 이는 속분말

의 재용융 단계에서 회수하여 리튬회수 기분해 공정으로 재도입된다.

  - 리튬회수 기분해 단계에서 95%의 리튬 속이 회수되고, 이는 LiCl과 

함께 속 환 공정으로 재도입된다.

  상기의 공정요건을 기 으로 Table 3.12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의 단 공정별 상 물질수지를 작성하 고, 이를 기 으로 속 환체

의 조성을 평가하 다.

 다. 속 환체의 특성분석

    속 환체  용융염 stream에 포함되는 핵종은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의 물질수지를 기 으로 추정하 다. 특히 속 환체의 열원 계산

은 보수  에서 용융염에 잔류하는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핵종이 모두 

속 환체에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 수행하 다.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

정에서 속 환체의 stream으로부터 분리되는 Cs, Sr 등의 12 개 핵종에 

한 질량, 방사능  발열량과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와의 상  비를 Table 

3.13에 나타내었다. 특히 이트륨은 속 환 공정의 LiCl-Li-Li2O 계에서 복

합산화물 형태로 변환되고, 속 환체의 stream에 포함되지만, Y-90의 반감

기가 64.1 시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제거되는 핵종으로 간주하여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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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Mass Balance of the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구   분
핵물질, 반응물질 도입공정 금속전환공정 Li회수공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LiCl 4200 96.6 4103.4 96.6 4200

Li 460 1.560 66.262 1.560 417.657 21.10

Li2O 4.490 190.739 4.490 9.511

O2 118

UO2 70.749 U3O8 23.583
U 70.678

UO2 0.071

TRU

AmO2 0.066 0.066
Am 0.062

Am2O3 0.004

CmO2 0.004 0.004 Cm 0.004

NpO2 0.037 0.037
Np 0.036

Np2O3 0.001

PuO2 0.620 0.620
Pu 0.614

Pu2O3 0.006

AM
AEM
등

BaO2 0.248 0.248 BaCl2 0.006 0.242 0.006 0.248

CsO2 0.276 0.276 CsCl 0.006 0.270 0.006 0.276

Eu2O3 0.009 0.009
EuOCl

+LiEuO2
0.018

Rb2O 0.037 0.037 RbCl 0.002 0.072 0.002 0.074

SeO2 0.013 0.013 Li2Se 0.000 0.013 0.000 0.013

SrO 0.159 0.159 SrCl2 0.004 0.155 0.004 0.159

TeO2 0.065 0.065 Li2Te 0.002 0.063 0.002 0.065

RE

CeO2 0.285 0.285
CeO +
Ce2O3

0.285

Gd2O3 0.008 0.008 LiGdO2 0.016

La2O3 0.079 0.079 LiLaOCl2 0.004 0.154 0.004 0.158

Nd2O3 0.252 0.252 LiNdO2 0.504

Pr2O3 0.072 0.072 LiPrO2 0.144

Pm2O3 0.000 0.000 PmCl2 0.000 0.000 0.000 0.000

Sm2O3 0.050 0.050 LiSmO2 0.100

TbO2 0.000 0.000 TbO2 0.000

Y2O3 0.047 0.047 LiYO2 0.094

VPS

Kr 0.074 0.074

Br 0.002 0.002

I2 0.017 0.017

Xe 0.731 0.731

NM

Ag2O 0.004 0.004 Ag 0.008

CdO 0.014 0.014 Cd 0.014

MoO2 0.634 0.634 Mo 0.634

PdO 0.244 0.244 Pd 0.244

Rh2O3 0.036 0.036 Rh 0.072

RuO2 0.382 0.382 Ru 0.382

Sb2O3 0.001 0.001 Sb 0.002

SnO2 0.007 0.007 Sn 0.007

TcO2 0.150 0.150 Tc 0.150

ZrO2 0.731 0.731 Zr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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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 Mass, Radioactivity and Thermal Power of Elements Removed

           in the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Nuclide
Radioactivity Thermal Power

Ci % W %

Te 2.78E+02 9.36E-02 0.23 2.73E-02

Se 0.41 1.38E-04 1.02E-04 1.20E-05

Br 0.00 0.00 0.00 0.00

Kr 4.90E+03 1.7 7.3 0.86

Rb 2.16E-05 7.26E-09 1.80E-08 2.11E-09

Sr 5.78E+04 19. 67. 7.9

Y 5.78E+04 19. 3.21E+02 38.

I 3.16E-02 1.06E-05 1.46E-05 1.71E-06

Xe 2.91E-32 9.79E-36 5.33E-35 6.24E-36

Cs 8.84E+04 30. 1.48E+02 17.

Ba 7.83E+04 26. 3.08E+02 36.

Pm 9.36E+03 3.2 3.4 0.39

Total 2.97E+05 1.00E+02 8.54E+02 1.00E+02

Total/SF 75.7557 75.7345

  속 환체의  발열량과 시간에 따른 발열량 변화는 ORIGEN2 코드

를 이용하여 붕괴열을 계산하 다[12]. 분석결과, 붕괴열은 상한 바와 같이 

지수함수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분석에서는 시간에 따른 체 

발열량을 5 개의 라미터를 갖는 지수함수로 회기분석하여 Fig. 3.34에 나

타내었다. 속 환체의 시간에 따른 발열량은 y = 98.18E
-0072x+ 144.95E-0.015x 

+ 23.18의 함수와 매우 잘 일치하 다. 한 속 환체의 방사능도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 다. 이의 결과를 Fig. 3.35에 나타내었고, 시간에 

따른 방사능은 y = 905.35E-0.0001x + 123062E-0.0455x + 6014.87E-0.0021x 함수와 

매우 잘 일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질량, 방사능  발열량이 총량의 0.1% 

이하인 핵종을 제외한 속 환체에 포함된 34 개의 원소를 Table 3.14에 요

약, 수록하 다. Table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루토늄이 체 방사능의 

부분을 차지하고, 루토늄, 아메리슘  큐륨이 발열량의 부분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kgHM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속 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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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환체의 질량, 방사능  발열량은 각각 19.76 kgHM, 1,764 Ci  4.7 W 

이며, 이는 산화물 사용후핵연료 발열량과 방사능의 각각 24.27%와 24.24% 

이다.

Basis: 3.2 wt%
          33 GW d/tU

y=98.18E-0.0072x + 144.95E-0.015x +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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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Thermal power of a reduced metal ingot as a function

              of cooling time.

Basis: 3.2 wt%
          33 GWd/tU

y=905.35E-0.0001x+123062E-0.0454x+6014.87E-0.002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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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Radioactivity of a reduced metal ingot as a function

               of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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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4. Mass, Radioactivity and Thermal Power of Elements Included

           in a Reduced Metal Ingot

Nuclide
Radioactivity Thermal Power

Ci % W %

H 3.12E+02 0.33 1.05E-02 3.84E-03

C 0.57 5.98E-04 1.67E-04 6.09E-05

N 0.00 0.00 0.00 0.00

F 0.00 0.00 0.00 0.00

Na 0.00 0.00 0.00 0.00

Al 0.00 0.00 0.00 0.00

Si 1.95E-08 2.05E-11 2.42E-11 8.85E-12

P 1.95E-08 2.05E-11 1.97E-10 7.21E-11

Fe 0.69 7.22E-04 2.32E-05 8.47E-06

Co 43. 4.54E-02 0.67 0.24

Ni 1.6 1.63E-03 1.56E-04 5.69E-05

Zn 0.00 0.00 0.00 0.00

Zr 1.8 1.92E-03 2.12E-04 7.74E-05

Mo 0.00 0.00 0.00 0.00

Tc 13. 1.40E-02 6.66E-03 2.43E-03

Ru 5.50E+02 0.58 3.27E-02 1.19E-02

Pd 0.11 1.18E-04 6.67E-06 2.44E-06

Ag 0.16 1.71E-04 2.69E-03 9.83E-04

Cd 34. 3.56E-02 5.70E-02 2.08E-02

Sn 0.95 1.00E-03 1.32E-03 4.82E-04

Sb 1.14E+03 1.2 3.6 1.3

Eu 5.62E+03 5.9 38. 14.

Gd 3.64E-04 3.83E-07 3.29E-07 1.20E-07

U 3.7 3.91E-03 5.30E-02 1.94E-02

Np 20. 2.06E-02 5.71E-02 2.09E-02

Pu 8.27E+04 87. 1.10E+02 40.

Am 1.80E+03 1.9 59. 21.

Cm 1.61E+03 1.7 56. 21.

Rh 5.50E+02 0.58 5.3 1.9

La 1.11E-10 1.17E-13 8.15E-13 2.98E-13

Ce 1.49E+02 0.16 9.88E-02 3.61E-02

Pr 1.51E+02 0.16 1.1 0.40

Nd 1.57E-09 1.66E-12 0.00 0.00

Sm 3.50E+02 0.37 4.10E-02 1.50E-02

Total 9.50E+04 1.00E+02 2.74E+02 1.00E+02

Ratio 24.2444 24.2655



- 130 -

제 2  Mock-up 공정해석을 한 열역학 보완실험

1. 불활성 분 기 실험기반 구축

  리튬환원 공정은 리튬 속을 사용하여 사용후 산화물핵연료를 속으로 

환원하는 공정으로 650 ℃의 LiCl 용융염 에서 우라늄, 우라늄원소  

귀 속원소 산화물은 속으로 환원되고, 고방열 핵종인 알칼리, 알칼리토

속 산화물은 염화물로 환되어 LiCl 용융염 에 용해된다. 한편 희토류원

소 산화물은 열역학 자료로부터 생성 자유에 지가 산화리튬의 생성 자유에

지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환원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LiCl-Li2O 용

융염계에서 희토류 계열 핵분열생성물의 화학  거동을 정확히 규명하기 

한 실험을 수행하기 해 불활성 분 기의 로 박스를 설계, 제작함으로써 

조해성이 큰 염화리튬과 기 의 수분과 반응하여 수산화리튬을 생성하는 

산화리튬을 취 하고, 불활성 분 기에서 희토류원소 산화물의 화학  거동

을 규명하기 한 고온 반응장치 등의 실험기반을 구축하 다.

  로 박스는 Fig. 3.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LiCl-Li2O 용융염계에서 희토

류 원소의 반응성 실험을 한 고온 반응장치, 반응생성물의 분석을 한 열

량분석기  시차주사 열량분석기, 시료 제조  정량을 한 세 부분으로 

구성하 으며, 아르곤가스 순환 정제장치, 압력제어장치, 수분  산소 농도 

연속 분석기, 제어  경보계통 등의 부 장치로 구성된다.

  로 박스의 성능요건으로는 수분 2 ppm(이슬 : 70 ℃), 산소 5 ppm 이

하의 조건에서 -30±20 mmAq의 부압에도 로 박스의 건 성을 유지하며, 

-0.01 box vol%/hr의 기 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로 박스의 시운  

결과 로 박스의 기 성  건 성은 만족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수분 

 산소측정기(Panametrics MIS-2)에 의한 로 박스 내부의 산소 농도는 

1 ppm 이하로 설계요건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 으며 로 박스 내부의 

수분 농도는 약 10 ppm 이하로 유지되었다.

  주요 장치의 설계사양은 고온 반응장치용 로 박스의 규격이 

1,200L×760W×840H mm이며, 고온 반응장치는 Fig. 3.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테인 스강 재질의 외부 반응기 내부에 설치되는 탄탈륨 재질의 반응기 용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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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Glove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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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jacket

Ar purge in

Sampling portThermocouple(Inconel)

Ar purge out

Reaction crucible
(Ta)

Protection vessel
(STS-304)

Stirrer(Ta)

LiCl     

Fig. 3.37. 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reaction of rare earth oxides

            in a LiCl-Li2O molten salt.

20 cc이고, 로 박스 앙 하단부에는 반응기 설치용 well을 탈부착이 가능

하도록 설치하 으며, 로 박스 하단부 외부에 설치되는 가열로의 용량은 

2.3 kW이다. 시료 비용 로 박스의 규격은 1,200L×760W×840H mm로 

내부에 정  화학 울을 설치하 다. 분석용 로 박스의 규격은 

1,200L×1,000W×1,500H mm로 로 박스 내부에 열 량 분석  시차주사 

열분석 장치를 설치하 다. 한편 각 로 박스 사이에는 진공 배기  아르

곤 가스 purge에 의한 시료 반출입 chamber를 설치하 으며, 고온 반응기 

설치용 로 박스와 시료 비 로 박스 사이의 반출입 chamber의 규격은 

ø300×600L mm이고 분석용 로 박스와 시료 비 로 박스 사이의 반출

입 chamber의 규격은 ø150×300L mm로 하 다.

  한편, 로 박스 내부의 수분  산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해 각

각의 로 박스 측면에 정제장치를 설치하여 정상 운  시에는 로 박스 

내부의 아르곤 가스를 송풍기에 의해 정제장치를 통과시킴으로서 매산화

반응  흡착법에 의해 산소  수분을 제거하고 정제장치에 산소 혹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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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포화되어 더 이상 정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송풍기의 원을 

차단하고 로 박스와 정제장치를 격리하여 정제장치의 외부에 설치된 가

열로에 의해 정제장치를 가열한 후 수소 혼합 가스(4% 수소  96% 아르곤 

가스)를 정제장치 내부로 공 함으로서 정제장치에 된 수분  산소를 

제거함으로서 정제장치를 재생한다.

2. LiCl-Li2O 용융염계에서 희토류원소 산화물의 화학  거동

  산화물 핵연료의 리튬환원 공정에서 생성되는 Li2O와 희토류원소 산화물

(RE2O3)의 화학  반응을 밝혔다. 네오디뮴, 이트륨, 가돌리늄, 이테르 , 스

칸듐, 라세오디뮴, 사마륨, 유러퓸  루테튬의 산화물이 Li2O와 반응하여 

복합산화물(LiREO2)을 형성하는 데는 Li2O 농도가 일정 값 이상이 되어야 

하는 임계값이 존재하 다. 이 Li2O 임계농도는 가장 낮은 스칸듐 산화물의 

0.1 wt%에서 가장 높은 라세오디뮴의 5.3 wt%의 범 에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란타늄 산화물  4가의 세륨 산화물(CeO2)은 Li2O와 반응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에서 얻은 이들 희토류원소의 복합산화물은 각각의 

해당 희토류원소의 산화물보다는 650 ℃에서 용융 LiCl에 조  더 용해하나 

그 용해도는 매우 작아서 실제 리튬환원 공정에서 희토류원소는 산화물 혹

은 복합산화물로 침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가. 실험

    용융염을 사용한 실험은 모두 고 순도 아르곤 로 박스 에서 수행

하 다. 로 박스 의 분 기는 산소 2 ppm 이하, 수분 10 ppm 이하로 

유지되었다. 반응용기는 용량 75 mL(top dia. 51 mm, bottom dia. 41 mm, 

depth 43 mm)의 탄탈륨  니  도가니를 사용하 다. 교반 은 니 로 만

들어 사용하 으며, 반응기는 Fig. 3.38과 같다. 처음에 탄탈륨 도가니를 사

용하 으나 부식이 심하게 일어나 니  도가니를 사용하 더니 부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니  도가니에서 반응실험을 하 다.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Table 3.15와 같다. 희토류원소의 산화물은 일반 으로 3가의 산화물(RE2O3)

로 공 되나 Ce2O3는 산화되기 쉬워 시 되지 않기 때문에 4가의 CeO2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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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 희토류원소의 산화물과 Li2O의 반응실험은 LiCl 40 g과 실험에 필

요한 계산량의 Li2O를 도가니에 넣고 650 ℃로 온도를 올린 다음 3 시간 교

반 후에 Li2O 농도를 측정하기 하여 염의 샘 을 채취하고 이어서 희토류

원소 산화물을 가하고 교반하면서 반응시켰다. 교반 속도는 180～200 rpm으

로 하 다.

41 mm

20 mm

LiCl9 mm

22 mm 

Thermocouple
(Inconel sheath)

Crucible
(Ni)

Stirrer
(Ni)

Fig. 3.38. Experimental apparatus for RE2O3-Li2O reaction.

Table. 3.15. Reagents Used in Experiments

Reagent Purity(%) Producer Reagent Purity(%) Producer

LiCl 99.995 Alfa AESAR Li2O 99.5 CERAC

Sc2O3 99.9 Rare Metallic Pr2O3 99.99 "

Y2O3 99.99 " Sm2O3 99.9 "

Nd2O3 99.99 " Eu2O3 99.9 "

Gd2O3 99.9 " Lu2O3 99.9 "

CeO2 99.99 " La2O3 99.99 "

Yb2O3 9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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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 ℃에서 1 시간 이후에는 Li2O 농도가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실

험으로 확인하 으나, 실제 반응실험에서는 3 시간 후에 측정한 Li2O 농도를 

반응시작 시의 농도로 설정하 으며, 일정 시간마다 샘 을 채취하여 Li2O 

농도변화를 측정하 다. Li2O 농도변화를 측정하기 한 샘 은 직경 4 mm 

석 으로 약 1 mL를 채취하여 로 박스 에서 무게를 달아, 100 mL 

정량 라스크에서 증류수에 용해하 으며, 25 mL씩 취하여 페놀 탈 인 

지시약  0.1 N HCl로 3 회 정하여 Li2O 농도를 측정하 다. 반응이 종

료된 후에 채취하여 물에 용해한 샘 의 일부는 ICP로 희토류원소 속을 

분석하 다. 샘 은 교반을 지하고 5 분 동안 정치한 후에 채취하 으나 

일부 불용성 산화물이 혼입되어, 물에 용해한 샘 을 여과한 후에 105 ℃에

서 2 시간 동안 건조하여 무게를 달아 샘  무게에서 뺀 다음 LiCl에서의 농

도를 계산하 다. 반응이 종료된 후 도가니 의 반응생성물은 증류수로 

LiCl을 녹여낸 후에 여과하면서 충분히 증류수로 세척하여 105 ℃에서 2 시

간 건조하거나 상온에서 진공 건조한 후에 XRD 분석을 하고, ICP에 의하여 

희토류원소  리튬을 분석하 다.

  희토류원소의 산화물  복합산화물의 용해도는 650 ℃에서 19～22 시간

동안 교반(130～140 rpm)하고, 4 시간 동안 정치한 후에 샘 을 채취하여 

ICP로 희토류원소 속을 분석하여 측정하 다. 샘 은 2 μm 스테인 스강 

frit을 용 한 1/4 inch 스테인 스강 을 사용하여 채취하 다.

 나. 실험결과  고찰

    희토류원소 산화물(RE2O3)과 Li2O의 반응시간에 따른 Li2O 농도변화는 

Fig. 3.39와 같다. Fig. 3.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La2O3와 CeO2는 650 ℃에서 

20 시간 이상의 반응에서 Li2O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La2O3와 CeO2는 650 ℃에서 Li2O와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CeO2의 경우에는 Li2O와 반응시킨 후의 혼합물의 XRD

에 의한 분석결과(Fig. 3.40(a))  원소분석 결과(Table 3.16)에서 CeO2는 반

응하지 않고 그 로 존재함을 확인하 다. La2O3의 경우에는 Li2O와 반응시

킨 후의 혼합물의 XRD에 의한 분석결과(Fig. 3.40(b))  원소분석 결과

(Table 3.16)에서 La2O3는 La(OH)3로 변하여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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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Change of Li2O in LiCl vs. RE2O3-Li2O reaction time.

Table 3.16. Analytical Results of Reaction Products by ICP

Reactant
Li, 

wt%(mol/g)

RE element, 

wt%(mol/g)

Calculated O, 

wt%(mol/g)

Expected 

composition

Y2O3-Li2O 5.4(0.8064) 71.7(0.7780) 22.9(1.431) LiYO2

Gd2O3-Li2O 3.5(0.4984) 79.6(0.5062) 16.9(1.059) LiGdO2

Nd2O3-Li2O 3.9(0.5619) 78.0(0.5408) 18.1(1.131) LiNdO2

Sm2O3-Li2O 3.7(0.5330) 74.4(0.4948) 21.9(1.369) LiSmO2

Yb2O3-Li2O 3.3(0.4754) 81.2(0.4693) 15.5(0.969) LiYbO2

Sc2O3-Li2O 7.5(1.0810) 52.1(1.1590) 40.4(2.525) LiScO2

Pr2O3-Li2O 3.9(0.5619) 76.1(0.5401) 20.0(1.250) LiPrO2

Eu2O3-Li2O 3.7(0.5331) 78.7(0.5179) 17.6(1.100) LiEuO2

Lu2O3-Li2O 3.3(0.4754) 73.1(0.4179) 23.6(1.475) LiLuO2

La2O3-Li2O Negligible 69.0(0.4967) 31.0(1.938) La(OH)3

CeO2-Li2O Negligible 78.0(0.5567) 22.0(1.375) Ce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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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XRD 분석  원소분석을 한 처리 과정에서 LiCl을 물로 녹여 

제거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 결과로 추정되었다.

     Li2O + H2O = 2LiOH

     La2O3 + 6LiOH = 2La(OH)3 + 3Li2O

  이것을 확인하기 하여 반응실험에서와 같은 비율의 La2O3, Li2O  LiCl

을 혼합하고 물을 가한 후 약 3 시간 교반 후에 여과하여 얻은 고체를 상온

에서 진공 건조하여 XRD 분석을 하 더니 같은 결과가 얻어졌다. 따라서 

La2O3는 LiCl 용융염 에서 Li2O와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Pr2O3, Nd2O3, Eu2O3, Sm2O3, Gd2O3, Yb2O3, 

Y2O3, Lu2O3  Sc2O3는 반응시간에 따라 Li2O 농도는 감소하다가 일정 시

간이 경과된 후에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Li2O의 농도 감소는 

이들 산화물이 Li2O와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 다. Pr2O3, Nd2O3, Eu2O3, 

Sm2O3, Gd2O3, Yb2O3, Y2O3  Sc2O3의 경우에는 이들의 반응생성물의 각각

의 XRD 분석결과로부터 이들이 Li2O와 반응하여 복합산화물(RE2O3)을 형성

함을 확인하 으며 이들 각각의 XRD 분석결과를 Fig. 3.40(c)-(j)에 나타내

었다. 한 원소분석 결과(Table 3.16)에서도 복합산화물임을 확인하 다.

  Lu2O3의 경우에는 반응생성물의 XRD 분석결과(Fig. 3.40(k)), LiLuO2 일

이 없어 확인 할 수 없으나 Lu2O3, LuOCl, LuCl3의 피크가 존재하지 않아 

LiLuO2로 추정되며 한 원소분석 결과(Table 3.16)에서 Lu2O3와 Li2O의 반

응생성물은 복합산화물(LiLuO2)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La2O3와 CeO2를 제외한 희토류원소 산화물(RE2O3)은 Li2O와 반응

하여 다음과 같이 복합산화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2O3 + Li2O = LiREO2

  한 Fig. 3.39에서 복합산화물을 형성하는 희토류원소 산화물의 경우에는 

Li2O 농도가 반응시간에 따라 기에는 격히 감소하다가 일정한 값으로 

유지됨을 볼 수 있다. Li2O 농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는 희토류원소 산화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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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0. XRD patterns of the RE2O3-Li2O reactio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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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0. XRD patterns of the RE2O3-Li2O reaction products(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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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0. XRD patterns of the RE2O3-Li2O reaction products(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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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0. XRD patterns of the RE2O3-Li2O reaction products(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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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0. XRD patterns of the RE2O3-Li2O reaction products(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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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0. XRD patterns of the RE2O3-Li2O reaction products(continued).

모두 반응하고 존재하지 않아 Li2O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와 복합산화

물 형성 반응이 평형에 도달한 때의 두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희토

류원소 산화물과 Li2O의 반응시간에 따른 Li2O 농도변화 실험 조건은 반응

시험을 종료한 시 에서 희토류원소 산화물이 남아 있도록 하 다. 따라서 

Fig. 3.39에서와 같이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의 Li2O 농도는 복합산화물 형

성 반응이 평형에 도달한 때의 평형농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Li2O의 평

형농도는 희토류원소 산화물이 Li2O와 복합산화물을 형성할 수 있는 임계농

도 임을 알 수 있다. 즉, Li2O 농도가 이 임계농도 이상이 되어야 복합산화

물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구한 희토류원소 

산화물이 Li2O와 복합산화물을 형성하는 Li2O의 임계농도는 Table 3.17과 같

이, 가장 낮은 스칸듐 산화물의 0.1 wt%에서 가장 높은 라세오디뮴의 5.3 

wt%의 범 에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희토류원소 산화물이 Li2O와 복합산화물을 

형성하는 반응시간은, 즉 반응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략 Sc2O3의 1 시간

에서 Eu2O3의 12 시간에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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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17. Critical Concentration of Li2O for LiREO2 Complex Formation

Compound
Critical conc.

of Li2O(wt%)
Compound

Critical conc.

of Li2O(wt%)
Compound

Critical conc.

of Li2O(wt%)

LiScO2 0.1 LiYbO2 2.6 LiEuO2 3.9

LiLuO2 0.3 LiGdO2 2.9 LiNdO2 5.0

LiYO2 1.9 LiSmO2 3.0 LiPrO2 5.3

  희토류원소 산화물  희토류원소 산화물과 Li2O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복합산화물의 650 ℃에서 LiCl에 한 용해도는 Table 3.18과 같다. 용해도 

측정에 사용한 희토류원소의 복합산화물은, 반응을 끝낸 후의 Li2O 농도가 

임계농도 이상이 되는 조건 즉, 희토류원소 산화물이 반응하여 모두 복합산

화물로 되었다고 생각되는 조건에서, 제조한 것을 그 로 사용하 다. 희토

류원소의 복합산화물의 용해도는 각각의 Li2O 임계농도 이상의 조건에서 측

정하 다. 이것은 Li2O 농도가 임계농도 이하가 되면 희토류원소의 복합산화

물이 희토류원소 산화물과 Li2O로 분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은 복합산

화물 LiREO2가 LiCl 용융염 에서 분해되어 Li2O  RE2O3가 생성됨을 분

석에 의하여 확인하 으며 이것은 Li2O의 농도가 평형농도 즉 임계농도에 

도달할 때까지 분해되는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한 희토류원소의 복합산화물의 용해도를 측정할 때, 복합산화물을 용융 

LiCl에 넣기 에 Li2O 농도를 분석하고, 용해도를 측정한 후에 Li2O 농도를 

분석하여 농도변화가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용해도 측정과정에서 희토류원소

의 복합산화물의 분해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하 다. Table 3.18에서 보

는 바와 같이, 650 ℃의 LiCl 용융염 에서 희토류원소의 복합산화물은 해

당 희토류원소의 산화물보다는 좀더 용해하지만 용해도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18. Solubility of LiREO2 and RE2O3 in LiCl at 650 ℃

Compound
Solubility

(ppm)
Compound

Solubility

(ppm)
Compound

Solubility

(ppm)

LiLuO2 5.4 LiPrO2 19 LiSmO2 198

LiYbO2/Yb2O3 9.8/8.0 LiScO2 67 LiNdO2/Nd2O3 457/12

LiYO2/Y2O3 10/0.84 LiGdO2/Gd2O3 81/8.4 LiEuO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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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속 환체 연속주조 특성시험  공정 최 화

  사용후핵연료 리공정  사용후핵연료를 LiCl 용융염 에서 리튬 속을 

이용하여 우라늄 속으로 환원시킨 후 우라늄  형태로 주조하여 장할 

경우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장 방법보다 체 이 1/4로 어들 뿐만 아니라, 

높은 방사성 를 갖는 137Cs, 90Sr과 같은 원소들을 선택 으로 제거하여 

냉각부하를 1/4로 일 수 있는 장 이 있어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

개발의 일환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 속 우라늄 은 캐니스터에 일정한 간

격으로 넣기 해 의 진원도  직진도가 정 해야 하며 건 성을 유지하

기 하여 내부에 크랙, 기공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13].

  산화성이 강한 우라늄은 기 에서 용해, 주조가 어려우며, 용탕 에 

존재하는 수소, 산소, 질소 등의 기체를 제거하기 하여 진공 에서 용해

한 후 수직으로 연속주조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일반 으로 연성이 좋은 

속은 연속주조에 합하나 우라늄과 같은 연성이 부족한 속을 연속주조 

할 때는 인출 시 단락이 잘 일어나므로 몰드와 도가니의 온도 구배, 몰드와 

우라늄과의 반응성, 용해온도, 인출속도 등의 많은 주조변수를 고려하여 최

의 공정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요하며 이미 기 인 실험결과를 발표

한 바 있다[14,15].

  본 연구에서는 완벽한 연속주조 공정을 성공시키기 하여 연속주조 시 

용탕, 도가니, 몰드의 온도 변화를 각 부 별로 측정하여 인출 시 온도 변화

와 온도 구배를 악하 으며 지르코니아 몰드, BN 몰드, Si3N4 몰드와 같은 

몰드 재질에 따른 연속주조 실험으로 최 의 몰드 재료를 선정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인출 시 몰드 내부의 온도 구배는 용융 우라늄이 응고하는 과정

에서 몰드 내에 형성되는 온도 구배를 고려하여 몰드 형태를 변경하여 실험

을 수행하 다. 연속주조를 통한 속 우라늄  제작에서 BN 몰드를 사용

하여 지름 13.5 mm, 길이 1,300 mm의 우라늄 을 인출할 수 있었지만 장

입한 량을 인출하는데 실패하 다. 따라서 13.5 mm의 우라늄 을 연속

으로 주조하기 한 공정을 완성할 목 으로 장치의 보완과 공정의 개선, 몰

드와 우라늄과의 반응성 검토  몰드 재질과 몰드 형태의 개선과 같은 변

수를 고려하여 실험하 다. 실험 결과 한 온도 구배를 갖는 형태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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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몰드 재질로는 Si3N4를 사용하여 도가니에 장입한 우라늄 원료 

량을 길이 2,300 mm로 인출하는데 성공하 다.

1. 우라늄 연속주조 장치 개선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체를 장이 용이한 주조 으로 제조하기 한 

기술 개발 차원에서, 방향성 응고 방법  연속주조 방법을 용하여 지름 

13.5 mm의 가늘고 긴 을 주조하기 한 장치를 개발하 다. 이 장치를 사

용하여 실험한 결과 2 차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속주조 방법

이 한 것으로 결론지었고, 우라늄 연속주조 방법을 개발한 결과 2000년

도까지는 지름 13.7 mm, 길이 1,300 mm까지 주조하는데 성공하 으나, 도가

니에 장입한 원료 체를 인출하는데는 실패하 다. 따라서 연속주조 장치 

 공정 개선을 통하여 완 한 연속주조 방법을 성공시키고자 하 다.

 가. 도가니 지지  설치

    우라늄을 연속주조하기 해서는 먼  우라늄을 용해해야 하는데, 용해

는 고주  유도 가열에 의해 우라늄을 용융 상태로 만들고 용융 우라늄이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수 분 동안 유지한 후 인출하게 된다. 인출은 몰드에 

미리 장착된 텅스텐 스타트 바를 servo motor에 의해 구동시켜 인출하게 된

다. 용해 시 용탕이 몰드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해 몰드 주입구는 지르코

니아 박 으로 차단되어져 있으며, 인출 롤러에 의해 움직이는 스타트 바를 

용탕 안으로 어 올림으로써 몰드 주입구를 막고 있던 지르코니아 박 을 

로 올려 용융 우라늄이 몰드 쪽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스타트 바가 

지르코니아 박 을 로 올릴 때 도가니가 쪽으로 움직여 용탕이 출되

는 사고를 방지하기 해 Fig. 3.41에서와 같이 도가니 지지 를 설치하 다. 

이 지지 를 설치함으로써, 안 하게 인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온도 신호 수집시스템 설치

    연속주조 과정에서 용탕, 도가니, 몰드의 각 부 별 온도를 0.5  단

로 기록하기 해 온도 신호 수집시스템을 연속주조 장치에 부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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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The inside view of vacuum chamber.

이를 사용하여 인출 시 연속주조 장치의 도가니  몰드의 온도 변화를 자세

히 분석할 수 있었다. 이 온도 신호 수집시스템은 data acquisition unit와 

data acquisition software로 구성되어 있고, ethernet을 사용하여 통신으로 

데이터를 송할 수도 있다. Fig. 3.42는 연속주조 시 용탕, 도가니, 몰드의 

각 부 별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컴퓨터 화면이다. 이런 온도 데이터를 분석

하여 연속주조에서 요한 변수인 용탕 온도를 제어할 수 있고, 인출 과정에

서 용탕과 몰드에서의 온도 변화가 인출되고 있는 우라늄 에 어떤 향을 

끼칠 것인가에 해 측할 수 있게 해 다.

Fig. 3.42. The screen of a data acquisition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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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라늄 연속주조 실험 방법

 가. 흑연 도가니  몰드 비

    흑연 도가니에 몰드를 장착한 후 열 가 치할 부분에 드릴을 이용

하여 구멍을 뚫어 다. 용해할 때 우라늄과 흑연이 반응하여 탄소가 혼입되

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흑연 도가니 내면을 도포하 다. 도포재는 ZrO2가 

주성분인 Hocote #110을 사용하 고, 도포 방법은 슬러리를 잘 어서 물에 

신 붓을 이용하여 얇게 칠한 다음 완 히 건조시킨 후, 용탕이 몰드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지르코니아 박 으로 몰드 주입구를 막은 

다음 흑연 도가니 내부를 덧칠하여 건조시켰다.

 나. 원료  장입

    실험에 사용한 우라늄은 미국 NMI(Nuclear Material Institute)에서 수

입한 감손 우라늄 괴를 사용하 으며, 그 화학 조성은 Table 3.19에 나타내

었다.

  감손 우라늄 괴는 기계톱(band sawing machine)을 사용하여 도가니에 장

입 가능한 크기로 단한 후 공업용 아세톤으로 삭유  흡착물을 세척한 

후 건조하 다. 이 게 비된 원료는 도포재로 코 된 도가니 벽에 손상이 

가지 않게 장입하 다.

 다. 용해 방법

    원료를 도가니에 장입한 후 R.P, B.P, D.P를 이용하여 챔버 내부가 10
-4 

torr 이하의 진공 상태로 만든 후 발진 주 수가 3 kHz인 고주  용해 장치

를 이용하여 용해하 다. 발진기 원을 켠 후 도가니 온도 300 ℃까지는 출

력 10 kW로 승온시키고, 그 이후 용해 온도까지는 출력 20 kW로 승온시켰

다.

Table 3.19. Chemical Composition of Depleted Uranium

C H Cu Fe Ni Si

< 80 ppm < 8 ppm < 50 ppm < 50 ppm < 50 ppm < 15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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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해가 완료된 후 진공을 기하기 해 1 차 아르곤 가스(순도 99.9%)를 

주입하 으며, 공 되는 아르곤 가스는 연속주조 에 우라늄의 산화를 방지

하기 한 목 으로도 사용되어 진다. High-low 방식의 콘트롤러를 이용하

여 용탕 온도를 설정 온도에서 약 10 여분 동안 보온 유지시켰다. 이는 용탕

의 균질성을 유지하고 잉고트 내부의 기공 형성을 방지하기 함이다.

 라. 인출 방법

    인출 제어 에서 인출 길이와 정지 시간을 설정하고 servo motor의 회

속도를 미리 설정한다. 진공이 기되어 아르곤 가스로 불활성 분 기가 

조성된 챔버 내부로 인출 을 넣어 스타트 바와 연결시킨다. 우라늄 의 표

면 산화를 방지하기 하여 2 차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 다. 인출 에 의해 

연결된 스타트 바는 인출 롤러에 의해 용탕 쪽으로 올라가 주형 주입구를 

막고 있던 지르코니아 박 을 열게 되고, 이때 몰드 주입구가 열리면서 도가

니 안에 있는 융용 우라늄이 몰드 안으로 유입되고 인출 롤러에 의해 2 step

방식으로 인출( 진-정지)하 다.

3. 우라늄 연속주조 실험 조건  결과

 가. 지르코니아 몰드를 이용한 연속주조

    연속주조에 사용된 지르코니아 주형에는 형태가 약간씩 다른 3 가지 종

류를 이용하 으며 Table 3.20에 나타내었다.

  (1) Z1 형 몰드

     지르코니아로 두께 2 mm, 지름 13.7 mm의 슬리  형태로 만들었으며,

Table 3.20. Three Kinds of Zirconia Mold

          구분

     항목
Z1 Z2 Z3

주형길이 180 mm 180 mm 180 mm

BN plug 사용 여부 사용됨 사용됨 사용 안됨

테이퍼 여부 사용 안됨 사용됨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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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곽을 graphite로 감 다. 슬리 와 graphite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

키기 해 BN 재료를 사용하여 두께 15 mm의 plug에 나사로 체결하 다. 

이 게 만들어진 몰드를 이용한 실험 조건을 Table 3.21에 나타내었다.

  Table 3.21에 나타낸 여러 가지 조건으로 실험하 으나, 몰드 안에서 우라

늄 이 단락되고 인출되지 않았다. Z1-1, Z1-2, Z1-4 실험에서는  인출

되지 않았고, 용탕이 몰드 내에서 응고되었다. Z1-3 실험에서 최  50 mm의 

우라늄 을 인출할 수 있었으며, 인출된 우라늄 에서는 지름 변화가 존재

하 다. 우라늄 의 지름이 몰드 입구에서 14 mm, 이후 더욱 커져 14.4 

mm까지 증가되었다. Z1-4 실험에서도 역시 우라늄 의 지름이 몰드 입구

에서 14 mm이던 것이 몰드 입구로부터 75 mm 아래 부분에서 14.4 mm로 

증가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Fig. 3.43과 같이 우라늄 이 몰드 내에서 인출

되지 못하고 용탕 부분과 일체 되어 있었다. 몰드를 통해 우라늄이 인출되지 

못한 것은 몰드를 구성하고 있는 graphite와 지르코니아 슬리  사이의 열팽

창계수의 차이 때문에 슬리 로 사용된 지르코니아가 각 부 별 온도차에 

의한 팽창으로 부 별 지름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지르코니아 

슬리 는 연속주조 실험 후에 Fig. 3.44와 같이 손되었다.

Table 3.21. Experimental Conditions in Case of Using Z1 Type Mold

             실험번호

     실험조건
Z1-1 Z1-2 Z1-3 Z1-4

원료 D(g) 7,561.9 6,994.1 5,526.5 6,424.3

용해

평균 승온온도

(℃/min)
12.6 20.8 22.5 20.6

진공도(torr) - 2.30×10-4 1.70×10-4 1.50×10-4

온도

용탕 온도(℃) 874 1,012 1,156 1,300

도가니 온도(℃) 1,191 1,264 1,258 1,194

몰드 1 온도(℃) 1,051 1,103 1,105 1,077

몰드 2 온도(℃) 657 698 794 800

인출

인출길이(mm) 3 3 3 3

정지시간(sec) 2 2 2 2

인출속도(mm/min) 80 80 80 80 

가스
1차 가스(lpm) 30 30 30 30

2차 가스(lpm) 20 2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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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 Metal uranium rod failed to pass through zirconia mold.

Fig. 3.44. Zirconia mold broken by thermal expansion.

  (2) Z2 형 몰드

     Z1 형 몰드에서 인출된 우라늄 이 열팽창에 의해 지름 변화가 일어

남으로서 이를 보상하기 해 지르코니아 슬리 에 테이퍼를 주어 Z2 형 몰

드를 제작하 다. 이 게 제작된 몰드의  부분은 지름 약 13.7 mm, 아래 

부분은 지름 약 14.3 mm로 제작하 으며 Table 3.22와 같은 실험 조건으로 

실험하 다.

  이 실험에서 용탕 온도 1,248 ℃～1,300 ℃, 인출속도 12～65 mm/min로 

변화시키며 연속주조를 수행하 다. Z2-1의 경우 100 mm 우라늄 을 인출

할 수 있었고, 우라늄 의 표면에는 면세 터짐이 발생하 다(Fig. 3.45). 

Z2-2, Z2-3, Z2-4의 경우들도 30～50 mm의 우라늄 만을 얻을 수 있었다. 

Z2 형 몰드의 경우에, 우라늄 은 몰드 주입구로부터 약 70 mm 부근에서 

단락이 일어났으며 이 치는 유도가열 코일에 의한 가열이 일어나지 않는 

부 이므로 이 지 을 기 으로 쪽은 온도가 높고 아래는 온도가 낮아 

격한 온도 구배를 가지는 역이다. 그 결과 응고 역의 격한 변화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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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부 에서 단락이 일어났다(Fig. 3.46).

Table 3.22. Experimental Conditions in Case of Using Z2 Type Mold

            실험번호

      실험조건
Z2-1 Z2-2 Z2-3 Z2-4

원료 Du(g) 6,282.0 5,219.5 6,743.3 6,727.8

용해

평균 승온온도 

(℃/min)
22.5 22.6 23.1 22.5

진공도(torr) 9.8×10-4 1.90×10-4 9.60×10-5 9.60×10-5

온도

용탕 온도(℃) 1,286 1,271 1,248 1,300

도가니 온도(℃) 1,258 1,164 1,166 1,211

몰드 1 온도(℃) 1,098 1,009 1,031 1,080

몰드 2 온도(℃) 798 715 696 735

인출

인출길이(mm) 2 1 1 1

정지시간(sec) 2 3 3 5

인출속도(mm/min) 65 20 20 12

가스
1차 가스(lpm) 30 30 30 30

2차 가스(lpm) 5 - 30 -

Fig. 3.45. Broken metal uranium rod at the Z2-1 condition.

Fig. 3.46. A residual metal uranium lump and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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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수집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진 각 부 별 온도에서 특히 몰드 2의 온도

를 자세히 찰하면 우라늄 의 단락 여부를 알 수 있었다. Z2-4 실험에서 

각 부 별 온도를 살펴보면, Fig. 3.47에서와 같이 인출 과정에서 몰드 2의 

온도는 인출 시작에서 용융 우라늄이 몰드 내로 유입되므로 온도가 약간 상

승한 후 그 온도를 유지하다가 우라늄이 단락되는 시 에서 하강한다. 이

게 몰드 2의 온도를 찰함으로서 몰드 내에서 인출되고 있는 우라늄 의 

단락 여부를 간 으로 알 수 있었다.

  (3) Z3 형 몰드

     BN plug를 제거하고 이 부분을 지르코니아로 체하여 인출 시 우라

늄이 단지 지르코니아 슬리 와 하도록 하여 우라늄과 BN에 한 향

을 제거하 다. 테이퍼가 주어진 지르코니아 슬리 에 graphite를 감싸 몰드

를 제작하 으며, Table 3.23의 실험 조건으로 실험하 다.

  Z3-1, Z3-2 실험에서 인출된 우라늄 의 길이는 50 mm 정도이고 두 실

험 모두 용탕 입구로부터 65 mm 부근에서 단락이 일어났으며 단락된 끝 부

분은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몰드는 흑연과 지르코니아의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해 괴되었다.

0 20 40 60 8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withdrawal start

 

 

T
em

pe
ra

tu
e(

)
℃

Time (min)

 용 탕
 도 가 니
 몰 드 1
 몰 드 2

70 72 74 76 78 80
1280

1290

1300

1310

1320

70 72 74 76 78 80
1190

1200

1210

1220

1230

1240

70 72 74 76 78 80
1070

1080

1090

1100

70 72 74 76 78 80
720

730

740

750

 T
em

pe
ra

tu
re

 (
)
℃

 T
em

pe
ra

tu
re

 (
)
℃

 T
em

pe
ra

tu
re

 (
)
℃

 Time(min) Time(min)

 T
em

pe
ra

tu
re

 (
)
℃

 용 탕

 

 

 

 

 도 가 니

withdrawal  start

breaking point

 Time(min) Time(min)

 

 

 몰 드 1

breaking point

withdrawal  start

 

 

 몰 드 2

Fig. 3.47. Temperature change of a molten metal, crucible and mold parts

          during the continuous casting using zirconia 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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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 Experimental Conditions in Case of Using Z3 Type Mold

                     실험번호

       실험조건
Z3-1 Z3-2

원료 Du(g) 6424.8 6678.1

용해
평균 승온온도(℃/min) 19.5 25.0

진공도(torr) 1.3×10-4 9.2×10-5

온도

용탕 온도(℃) 1343 1360

도가니 온도(℃) 1197 1200

몰드 1 온도(℃) 1045 1033

몰드 2 온도(℃) 734 737

인출

인출길이(mm) 1 1

정지시간(sec) 2 2

인출속도(mm/min) 25 25

가스
1차 가스(lpm) 30 30

2차 가스(lpm) 10 20

 나. BN 몰드를 이용한 연속주조

    Z1, Z2, Z3 형의 지르코니아 몰드를 이용한 우라늄 연속주조 실험에서 

몰드 입구로부터 65 mm 부근에서 거의 부분 단락이 일어났으며, 지르코

니아 슬리 가 열팽창에 의해 괴되어 몰드 재료로 당하지 않았다. 슬리

 재료로 윤활성이 좋아 연속주조 공정의 몰드로 사용되는 BN을 사용하여 

우라늄 연속주조를 시도하 다. 몰드는 15 mm BN plug, 두께 2 mm, 길이 

140 mm BN 슬리 로 되어있고, 이 주 를 graphite가 감싸 180 mm 길이의 

몰드를 제작하 으며 Table 3.24와 같은 조건에서 실험하 다.

  이 실험에서 BN-1, BN-2, BN-3의 조건에서 각각 길이 840 mm, 580 

mm, 800 mm의 우라늄 을 연속주조 할 수 있었다(Fig. 3.48). 그러나 인출 

후 약 300 mm는 표면 상태가 양호하 지만 그 이후 의 표면은 몰드에 의

한 힘이 나타났고 단락되는 부분에서 의 지름변화가 하게 나타났다. 

BN-1, BN-2, BN-3의 실험에 장입한 우라늄은 각각 약 34%, 22%, 31%의 

양만이 연속주조 되었으며, 나머지는 잔탕으로 존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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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4. Experimental Conditions in Case of Using BN Mold

                  실험번호

      실험조건
BN-1 BN-2 BN-3

원료 Du(g) 5,545.8 6,453.5 5,381.9

용해
평균 승온온도(℃/min) 22.5 23.1 23.7

진공도(torr) 1.90×10-4 1.20×10-4 2.10×10-4

온도

용탕 온도(℃) 1,295 1,294 1,246

도가니 온도(℃) 1,201 1,188 1,158

몰드 1 온도(℃) 1,056 1,084 1,046

몰드 2 온도(℃) 699 686 709

인출

인출길이(mm) 1 1 1

정지시간(sec) 2 2 3

인출속도(mm/min) 25 25 20

가스
1차 가스(lpm) 30 30 30

2차 가스(lpm) 23 25 20

Fig. 3.48. Photograph of continuous casting uranium rod at (a) BN-1,

            (b) BN-2, (c) BN-3 conditions of the Table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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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몰드와 도가니의 형태 변경

 가. 몰드, 도가니의 형태 수정

    우라늄 연속주조 시 인출되는 우라늄 에 완만한 온도 구배를 유지하

고 냉각 거리를 짧게 하기 하여 몰드와 도가니의 형태를 수정하 다. 지르

코니아 몰드나 BN 몰드를 사용한 우라늄 연속주조 시 몰드 형태상 유도가

열 코일에 의해 가열되지 않는 부분에서 격한 온도 구배가 있다고 추정하

으며, 거의 모든 실험의 경우 몰드 주입구로부터 65 mm 부근에서 단락이 

일어났다. 따라서 몰드 내에서 완만한 온도 구배를 주도록 Fig. 3.49와 같이 

몰드 형태를 변경하 다.

  한 도가니 바닥의 두께를 얇게 하여 용탕의 열이 몰드 쪽으로 가깝게 

달될 수 있도록 기존의 도가니 바닥 두께를 60 mm에서 30 mm로 다

(Fig. 3.50). 이 게 하여 용탕 입구에서 응고 계면 사이의 거리가 어, 몰드

와 잉고트 표면과의 마찰이 게되므로 마찰에 의한 단락을 일 수 있었다.

                    (a) Before           (b) After

Fig. 3.49. Photograph of mold (a) before and (b) after change

                of mold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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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efore                             (b) After

Fig. 3.50. (a) Before and (b) after change of crucible and mold design.

 나. Si3N4 몰드를 이용한 연속주조

    연속주조에 사용된 몰드를 살펴보면, 우라늄 을 인출하는데 있어 지르

코니아 몰드의 경우 열팽창에 따른 몰드 형태의 변화와 괴가 일어났으며, 

BN 몰드의 경우 우라늄 이 300 mm 인출되다가 그 이후 의 지름이 작

아져 완 한 연속주조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열팽창에 한 항성이 있으

면서, 원활히 인출되도록 젖음성이 작은 재료로 Si3N4를 선택하여 이 재료에 

윤활성을 주기 해 BN을 첨가하여 새롭게 설계된 형태에 따라 몰드를 제

작하여 Tabel 3.25의 조건에서 실험하 다.

  실험조건 SN-1에서 1,920 mm의 우라늄 을 연속주조 할 수 있었으며, 

지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던 BN 몰드의 경우와 달리 우라늄 의 직경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표면 상태도 양호하 다. 단지 의 직진도에서 약간

의 휨이 발견되었고, 인출시 약간의 과열로 인한 응고계면의 치 변화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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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5. Experimental Conditions in Case of Using Si3N4 Mold

                   실험번호

     실험조건
SN-1 SN-2 SN-3

원료 Du(g) 5,433.6 6,544.9 6,972.4

용해
평균 승온온도(℃/min) 26 22.5 25.4

진공도(torr) 1.90×10-4 8.10×10-5 5.4×10-4

온도

용탕 온도(℃) 1,357 1,360 1,343

도가니 온도(℃) 1,196 1,201 1,205

몰드 1 온도(℃) 1,075 1,079 1,026

몰드 2 온도(℃) 738 732 711

인출

인출길이(mm) 1 1 -

정지시간(sec) 2 2 -

인출속도(mm/min) 25 25 25～80

가스
1차 가스(lpm) 30 30 30

2차 가스(lpm) 5 5 10

면의 힘이 약간 존재하 다. SN-2의 실험은 SN-1의 조건에서의 재 성을 

보이기 한 실험이면서, 우라늄 연속주조 의 목표 길이인 2,200 mm의 길

이를 인출하기 해 실험하 다. 실험 조건 SN-2에서 SN-1의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우라늄 의 직경 변화가 없이 끝까지 같은 지름을 유지하면서 

인출되었고, 표면 상태도 양호한 길이 2,300 mm의 우라늄 연속주조 을 제

조하는데 성공하 다. 두 조건 모두 장입한 우라늄 량을 연속주조하는데 

성공하 으며 인출된 우라늄 을 Fig. 3.51에 나타내었다.  인출속도가 25 

mm/min 보다 빠른 조건에서 연속주조의 경향을 알아보기 해 SN-3 조건

에서 500 mm 간격으로 인출속도를 25 mm/min, 35 mm/min, 45 mm/min, 

65 mm/min, 80 mm/min로 변화시키며 인출한 결과 2,500 mm의 우라늄 연

속주조 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연속주조가 잘 이루어질 경우 몰드 2의 온도는 인출 시작 에서의 

온도보다 약간 상승하여 그 온도를 오래 동안 유지한 후 우라늄이 모두 인

출된 후 온도가 하강한다. 이 경우도 온도 수집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진 온도 

데이터(Fig. 3.52)를 보면 잘 알 수 있었다.



- 159 -

Fig. 3.51. Photograph of continuous casting uranium bar at (a) SN-1,

           (b) SN-2 conditions of the Table 3.25.

Fig. 3.52. Temperature change of a molten metal, crucible and mold parts

          during the continuous casting using Si3N4 mold.

5. 우라늄과 몰드와의 반응성 검토

  용해 상태의 우라늄이 도가니에서 몰드로 유입될 때 우라늄과 몰드 사이

의 반응 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몰드 재질로 사용된 BN, ZrO2, Si3N4와 우

라늄과의 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반응생성물의 free energy 변화를 온도별

로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우라늄과 BN의 경우에 Fig. 3.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uranium nitride가 생성될 수 있고, ZrO2의 경우에는 Fig. 3.5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UO2와 Zr이 생성될 여지는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Si3N4의 경우에는 Fig. 3.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uranium nitride 계열과 

uranium silicide 계열의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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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 The free energy change of reaction between uranium

               and boron nit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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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 The free energy change of reaction between uranium

               and zirc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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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 The free energy change of reaction between uranium

               and silicon nitride.

  연속주조 실험 후 우라늄과 슬리  사이를 찰해 보면, 지르코니아나 

Si3N4 슬리 의 경우 우라늄과의 젖음 상이 없어 몰드 내에 잔존하는 우라

늄 이 슬리 와 탈착이 잘 되었지만 BN 슬리 를 이용한 몰드의 경우는 

우라늄과 슬리 가 붙어있었으며, 우라늄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BN 슬리

와 우라늄과의 반응을 살펴보기 하여 우라늄과 BN 사이의 경계를 SEM 

분석한 결과 Fig. 3.56에서와 같이 우라늄과 BN 사이에 약 70μm 정도의 반

응층이 나타났다.

  열역학  계산 결과를 고찰하면 Si3N4 몰드인 경우 우라늄과 가장 많이 반

응하지만, 도가니  몰드 형태를 개선한 후 제작한 Si3N4 몰드를 사용하여 

성공 으로 우라늄 을 인출할 수 있었으며, 이런 결과를 볼 때 우라늄 연

속주조에 사용될 수 있는 몰드 재질로 Si3N4가 최 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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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6. Reaction layer between uranium and boron nitride by the SEM.

6. 결론

  온도 수집시스템을 연속주조 장치에 설치하여 도가니, 몰드에서의 온도변

화를 기록하여, 인출 과정에서 용탕과 몰드에서의 온도 변화가 인출되고 있

는 우라늄 에 어떤 향을 끼칠 것인가를 측할 수 있도록 하 다.

  지르코니아 몰드의 경우 흑연과 지르코니아 슬리  사이의 열팽창계수의 

차이 때문에 슬리 로 사용된 지르코니아가 부서졌으며, 팽창으로 우라늄 

의 지름 변화가 일어났다. BN 몰드의 경우에 약 300 mm까지는 표면 상태

가 양호하게 인출되었지만 그 이후 의 지름 변화가 하게 나타났고, 

BN 슬리 와 우라늄과의 경계에서 70 μm의 반응층이 존재함을 SEM 분석

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지르코니아 몰드와 BN 몰드를 이용한 연속주조 실험

에서 몰드 주입구로부터 약 70 mm 부근에서 온도 구배가 격하게 변하여 

거의 모두 단락되었다.

  격한 온도 구배를 보완하기 해 몰드와 도가니의 설계를 변경한 후, 

Si3N4를 이용한 몰드를 사용하여 장입한 량을 연속주조하는데 성공하 으

며, Si3N4를 이용한 몰드를 사용하여 인출속도를 25～80 mm/min로 변화시킨 

실험에서도 2,300 mm의 우라늄 을 인출하여, 우라늄 연속주조에 사용될 

수 있는 몰드 재질로는 Si3N4가 당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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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고온 용융염 반응공정 장치재료 선정 평가

  염화물계 용융염들은 친수성이 강해 공기 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수화

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조성의 변화는 취  재료들의 부식 특성에 큰 

향을  뿐 아니라 산화물과의 혼합용융염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복잡한 화학  거동으로 인하여 부식 상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이에 한 연구는 충분치 못한 실정에 있다.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이 아르곤 분 기 하에서  LiCl-Li2O  

LiCl-Li2O-Li3N 용융염계에서 이루어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정 운  조건

에서의 용융염 취  장치재료의 용성을 평가하기 하여 후보 재료물질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 스강을 선택하여 고온 용융염 부식실험을 수행하 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 스강은 강도  인성 등의 기계  성질이 우수하고 

높은 내식성을 갖고 있어 여러 가지 부식 물질을 장하고 취 하는 공정에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국내 원자력 발 설비의 경우 해수펌  등의 소재로 

스테인 스강이 사용되며, 한 경수로의 구조물  노심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한 국내외에서 각종 용융염계 부식시험 재료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

스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후보 물질로 Type 304, 304L, 316LN S.S.를 선택하 다. 연구수

행 내용은 모의 용융염계에서의 오스테나이트 스테인 스강의 부식속도, 부

식형태  용융염 부식에 미치는 합 원소의 향평가 등을 수행하 으며, 

한 용 을 행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 스강의 조직상의 평가, 열처리 

향, 모의 용융염계에서의 부식속도, 부식물 형태 등의 부식거동, 그리고 내구

성 시험에서는 부식생성물의 형성 과정  상 변화 평가 등을 수행하 다. 

더불어 해환원 공정은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산화우라늄이 우라늄 속

으로 환원되는 공정이며, anode에서 산소가 발생되는 산화성 분 기이기 때

문에 이러한 공정운  조건에서 용융염 취  장치재료로서의 최  재료 도

출의 일환으로 기존의 오스테나이트 합 을 선정하여 LiCl-Li2O 용융염계 

산화성 분 기에서 부식시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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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부식시험 재료는 기존의 Fe-base 합 , Type 304, 

304L, 321, 316LN S.S., Incoloy 800H, Ni-base 합 , Inconel 600, 601, 690

이며, 이들의 화학조성을 Table 3.26에 나타내었다. 부식시험 시편들은 내부 

결함 제거와 탄화물 분해를 해 1,150 ℃에서 1 시간 동안 열처리 후 수냉

한 상이다.

 가. 고온 리튬 용융염계 아르곤 분 기에서 부식실험

    부식시험은 실험실  고온 부식시험 방법 의 하나인 도가니 시험

(crucible test) 방법을 이용하 으며, 아르곤 분 기의 튜 형 기로 내에 

LiCl 용융염, 그리고 LiCl-Li2O와 LiCl-Li2O-Li3N을 도가니에 넣고 시편을 

완  침 시켜 부식시험을 수행하 다. 시편의 크기는 15(W)×20(H)×2.5 

mm(t)이며, 한 용 성 특성 평가의 경우에는 상의 시편을 헬륨 분 기

에서 TIG 용 한 후, 열처리 한 것과 안한 것으로 하 으며, 시편의 크기는 

15(W)×30(H)×2.5 mm(t)이다. 부식시험 직 에 에머리 페이퍼 1200까지 연마

하여 증류수와 아세톤으로 탈지시킨 후 건조시켜 시편으로 사용하 다. 부식

환경 온도는 650, 750  850 ℃를 선택하 으며, 부식 시간은 5～500 시간, 

부식환경 압력은 0.7～1.4 kg/cm
2.G, Li2O 농도는 3～8 wt%, Li3N 농도는 

1～5 wt% 무게 량으로 시험을 수행하 다.

 나. 고온 리튬 용융염계 산화성 분 기에서 부식실험

    부식시험은 기로 내에 혼합용융염 LiCl-Li2O를 MgO 도가니에 넣고 

시편을 완  침 시켜 아르곤-10% 산소 가스를 주입하는 분 기에서 부식

시험을 수행하 다. 시편의 크기는 15(W)×70(H)×2.0 mm(t)이며, 부식시험 

직 에 에머리 페이퍼 1200까지 연마하여 증류수와 아세톤으로 탈지시킨 후 

건조시켜 시편으로 사용하 다. 부식환경 온도는 650, 725  800 ℃를 선택

하 으며, 부식 시간은 24～312 시간, Li2O 농도는 3 wt% 무게 량, 혼합가

스의 농도는 아르곤-10% 산소가스로 부식시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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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6. Chemical Composition of Alloys

Alloy
Chemical composition (wt%)

C Fe Ni Cr Si Mn S Mo Co W

Type 304 0.045 Bal 8.16 18.23 0.41 1.69 0.001 - - -

Type 304L 0.023 Bal 9.85 17.84 0.50 1.07 0.004 0.11 - -

Type 321 0.040 Bal 9.10 17.10 0.570 1.170 0.001 - - -

Type 316LN 0.021 Bal 12.40 17.17 0.650 0.098 0.005 2.370 - -

Incoloy 800H 0.030 Bal 34.00 21.00 0.40 0.50 0.002 - - -

Inconel 600 0.07 8.15 73.66 16.30 0.21 0.32 0.002 - - -

Inconel 601 0.03 13.00 60.30 22.50 0.30 0.30 0.002 - - -

Inconel 690 0.079 10.00 56.30 29.82 0.53 0.28 0.002 - - -

  부식시험 후 시편은 ASTM에 의해 만들어진 세척액으로 음  세척하여 

부식물을 제거하고 증류수와 아세톤으로 세척한 후 건조시켜 무게변화를 측

정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합 들은 도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단

면 당 무게변화를 부식속도로 표시하 다. 부식생성물의 분석, 미세조직 

찰을 해 자 미경, X선 회 분석기  EPMA를 사용하 다.

2. 결과  고찰

 가. 모의 용융염계(LiCl-Li2O-Li3N)에서 장치재료의 부식특성 시험

  (1) 부식속도

      Fig. 3.57은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650 ℃, 25 시간 부식시험에 의

한 Type 304, Type 304L  Type 316LN 스테인 스강의 Li2O 농도에 따른 

무게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3.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 농도가 높고, 

Ni 농도가 낮은 Type 304의 부식속도는 Cr 농도가 낮고, Ni 농도가 높은 

Type 304L과 Type 316LN보다 부식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아울러 Li2O 

농도가 8 wt% 이상에서 부식속도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한 Type 

316LN의 부식속도가 제일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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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7. Effect of Li2O concentration on the alloys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650 ℃ for 25 hours.

  Fig. 3.58에 혼합용융염 LiCl-Li2O-Li3N에서 650 ℃, 25 시간 부식시험에서 

Li3N 농도에 의한 무게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3.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Li3N 농도가 2 wt% 이상에서는 부식속도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Fig. 

3.57과 3.58을 비교해 보면 혼합용융염 LiCl-Li2O에 의한 부식에 비해 혼합

용융염 LiCl-Li2O-Li3N에서 Li3N 농도 2 wt% 이상에서는 부식속도가 큰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산화물의 부식층이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반하여 

Li3N 농도가 증가하면 부식층이 질화물 형태로 되면서 보호막의 역할을 상

실하게 됨에 따라 부식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단된다.

  Fig. 3.59는 혼합용융염 LiCl-Li2O, 650 ℃에서 스테인 스강의 부식에 의

한 무게변화와 부식시간과의 계를 나타낸 것이다. Fig. 3.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Li2O 농도 5 wt%가 8 wt% 보다 좀 더 포물선 법칙에 근 하지만 이

들 스테인 스강의 부식속도는 모두 포물선 법칙의 경향을 따르며, 이는 산

화물 부식층의 치 한 피막이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16]. 이

는 Fig. 3.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식층의 보호막 역할로 인하여 부식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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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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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8. Effect of Li3N concentration on the weight loss of the alloys

         in the molten salt of LiCl-8% Li2O-Li3N at 650 ℃ for 2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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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9. Weight loss of the alloys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a) LiCl-5% Li2O and (b) LiCl-8% Li2O at 650℃,

               as a function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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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0은 혼합용융염 LiCl-8% Li2O-1% Li3N, 650 ℃에서 스테인 스강

의 부식속도의 시간 의존성을 나타낸 것이다. Fig. 3.6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테인 스강의 부식속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느 정도 포물선 법칙의 

경향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Fig. 3.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Li3N 

농도가 2 wt%까지는 부식속도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와 일치한다.

  Fig. 3.61은 혼합용융염 LiCl-Li2O, 25 시간에서 Type 304의 부식에 의한 

무게변화와 온도와의 계를 나타낸 것이다. Fig. 3.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0 ℃ 이상에서는 650 ℃에 비해 부식속도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Li2O 농도가 8 wt% 이상일 때는 어느 온도 구간에서도 부식속도의 증가폭

이 크게 나타났다.

  Fig. 3.62는 혼합용융염 LiCl-Li2O, 25 시간에서 Type 304L의 부식에 의한 

무게변화와 온도와의 계를 나타낸 것이다. Fig. 3.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0 ℃ 이상에서는 부식속도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Li2O 농도가 8 wt 

% 이상일 때는 어느 온도 구간에서도 부식속도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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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0. Weight loss of the alloys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

           8% Li2O-1% Li3N at 650℃, as a function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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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 Effect of Li2O concentration on the weight loss of Type 304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for 2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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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 Effect of Li2O concentration on the weight loss of Type 304L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for 2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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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3은 혼합용융염 LiCl-Li2O-Li3N, 650 ℃, 운 압력 0.7 kg/cm2.G, 

25 시간에서 부식시험을 수행하여 Li3N 농도에 한 스테인 스강의 무게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3.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Type 316LN의 부식속도

는 Li3N 농도의 증가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Type 

304는 Li3N 농도가 2 wt% 이상에서는 부식속도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Fig. 3.64는 혼합용융염 LiCl-Li2O-Li3N, 650 ℃, 운 압력 1.4 kg/cm2.G, 

25 시간에서 부식시험을 수행하여 Li3N 농도에 한 스테인 스강의 무게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3.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Type 316LN의 부식속도

는 Li3N 농도 2 wt% 이상에서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ype 304

는 Li3N 농도 2 wt% 이상에서의 증가폭이 Fig. 3.63에서보다 더 크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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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 Weight loss of the alloys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Li3N at 650 ℃, 0.7 kg/cm2.G,

               as a function of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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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4. Weight loss of the alloys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Li3N at 650 ℃, 1.4 kg/cm2.G,

               as a function of concentration.

  (2) 부식거동

      Fig. 3.65에 혼합용융염 LiCl-Li2O, 650 ℃, 25 시간 부식시험을 수행한 

Type 316LN 시편의 단면 조직과 선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3.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 한 보호피막의 부식층이 형성되었으며, 선 분석결과 Cr, 

Fe, O 농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부식층은 Cr, Fe 산화물임을 알 수 있다.

Fe

Cr

O 

Fig. 3.65. Microstructure and X-ray line scan of Type 316LN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650 ℃ for 2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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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6은 혼합용융염 LiCl-Li2O, 650 ℃에서 25 시간 부식시험을 수행한 

Type 316LN 시편 표면  부식 침 물의 X-선 회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Fig. 3.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식물은 LiMO2(M: Cr, Fe)로 명되었

으며, 이는 Fig. 3.65의 선 분석결과인 Cr, Fe 산화물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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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6.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ype 316LN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650 ℃ for 25 hours,

                (a) surface, (b) precipi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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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7에 혼합용융염 LiCl-Li2O-Li3N, 650 ℃, 25 시간 부식시험을 수행

한 Type 316LN 시편의 단면조직을 나타내었다. Fig. 3.67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부식층에는 LiCl-Li2O의 부식층에 나타난 조 한 보호 피막을 찰할 수 

없었다.

  Fig. 3.68은 혼합용융염 LiCl-Li2O-Li3N, 650 ℃, 25 시간 부식시험을 수행

한 Type 316LN 시편 표면  부식 침 물의 X-선 회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3.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식물은 CrN 질화물로 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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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7. Microstructure of Type 316LN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Li3N at 650 ℃ for 2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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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8.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ype 316LN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Li3N at 650 ℃ for 25 hours,

             (a) surface, (b) precipi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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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9에 혼합용융염 LiCl-Li2O, 650 ℃, 25 시간 부식시험을 수행한 

Type 304 시편의 단면 조직을 나타내었다. Fig. 3.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

한 보호 피막의 부식층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3.70은 혼합용융염 LiCl-Li2O, 650 ℃에서 25 시간 부식시험을 수행한 

Type 304 시편 표면  부식 침 물의 X-선 회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Fig. 3.7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식물은 LiCrO2, LiFeO2로 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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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9. Microstructure of Type 304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650 ℃ for 2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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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0.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ype 304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650 ℃

                  for 25 hours, (a) surface, (b) precipi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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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71에 혼합용융염 LiCl-Li2O-Li3N, 650℃, 25 시간 부식시험을 수행

한 Type 304 시편의 단면 조직을 나타내었다. Fig. 3.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Fig. 3.69에 비해 보호 피막의 형성이 조 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Fig. 3.72는 혼합용융염 LiCl-Li2O-Li3N에서 650℃, 25 시간 부식시험을 수

행한 Type 304 시편 표면  부식 침 물의 X-선 회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3.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식물은 CrN 질화물로 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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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 Microstructure of Type 304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Li3N at 650 ℃ for 2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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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ype 304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Li3N at 650 ℃

                  for 25 hours, (a) surface, (b) precipi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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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73에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650 ℃, 25 시간 Li2O 농도 변화에 

따라 부식시험을 수행한 Type 304 시편의 단면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 Fig. 

3.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Li2O 농도의 증가에 따라 크롬탄화물이 간헐 에서 

연속 으로 입계에 형성되었으며, 한 탄화물의 크기가 증가하 다. 이는 

크롬의 고갈로 인하여 부식속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명되었다.

(a)

(b)

Fig. 3.73. Microstructures of Type 304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650 ℃ for 25 hours, (a) 3 wt%, (b) 8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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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74는 혼합용융염 LiCl-Li2O에서 650 ℃, 25 시간 Li2O 농도 변화에 

따라 부식시험을 수행한 Type 304L 시편의 단면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 

Fig. 3.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Fig. 3.73의 결과와 비슷하게 Li2O 농도의 증

가에 따라 크롬탄화물이 간헐 에서 연속 으로 입계에 형성되었다.

(a)

(b)

Fig. 3.74. Microstructures of Type 304L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Li2O at 650 ℃ for 25 hours, (a) 3 wt%, (b) 8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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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75는 혼합용융염 LiCl-Li2O-Li3N에서 650 ℃, 25 시간 부식시험을 

수행한 Type 304 시편의 단면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 Fig. 3.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식은 입계부식 형태로 나타났으며, 입계의 크기가 큰 것으로 보

아 부식속도에 미치는 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Fig. 3.76은 혼합용융염 LiCl-Li2O-Li3N에서 650 ℃, 25 시간 부식시험을 

수행한 Type 316LN 시편의 단면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 Fig. 3.7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부식은 입계부식 형태로 나타났으며, 입계의 크기는 Fig. 3.75

에서 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부식속도에 미치는 향이 을 것으로 단된

다.

Fig. 3.75. Microstructure of Type 304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8% Li2O-2% Li3N at 650 ℃ for 25 hours.

Fig. 3.76. Microstructure of Type 316LN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8% Li2O-2% Li3N at 650 ℃ for 2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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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선정 장치재료의 용 성  내구성 시험

  (1) 용 성 특성시험

     용 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 스강 304L 조직의 열처리를 하지 않은 

상 변화(Fig. 3.77(a))  열처리를 한 상 변화(Fig. 3.77(b))를 비교해 보면 

열처리를 하지 않은 시편의 heating zone 부분(II)의 결정립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일반 으로 스테인 스강을 용 하면 오스테나이트 상과 페라이트 

상이 나타나는데, 페라이트 상의 부피를 게 하려는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는 용  시 모재 부분(III)의 용해  응고 때 용  부분(I) 등에서의 

잔류 응력의 존재로 인하여 모재의 기계  성질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부식 

항을 낮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I)

(II)

(III)
(a)

(I)

(II)

(III)
(b)

Fig. 3.77. Microstructures of the Type 304L: (a) non-heating treatment,

           (b) heat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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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용  시 잔류 응력을 최소화하기 해 열처리의 향을 고

찰하 다. 열처리의 향을 분석하기 해 열처리를 한 시편과 하지 않은 시

편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부식층 표면의 X-선 회 분석 결과를 Fig. 

3.78에 나타내었다. Fig. 3.78과 같이 열처리를 행한 시편에서는 페라이트 상

의 피크가 아주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음에 기술되는 부식속도 측면에서 열

처리한 시편의 부식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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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8.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scale on Type 304L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of LiCl-8% Li2O at 650 oC for 25 hours,

           (a) non-heating treatment, (b) heat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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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용융염, LiCl-8% Li2O  LICl-8% Li2O-1% Li3N에서 스테인 스강

의 부식속도 결과를 Fig. 3.79에 나타내었다. 열처리한 스테인 스강의 부식

속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혼합용융염, LICl-8% Li2O-1% Li3N 분 기에서의 

부식속도가 혼합용융염, LiCl-8% Li2O보다 거의 2배만큼 크게 나타났다.  

한 양쪽 용융염 분 기에서 열처리한 Type 316LN의 부식속도가 제일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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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9. Weight loss of the alloys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of (a) LiCl-8% Li2O, (b) LiCl-8% Li2O-1% Li3N

               at 650 
o

C, as a function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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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용융염, LiCl-8% Li2O  LiCl-8% Li2O-1% Li3N 분 기에서 스테인

스강의 부식층 두께를 측정한 결과를 Fig. 3.80에 나타내었다. Fig. 3.80에

서 보는 바와 같이 LiCl-8% Li2O-1% Li3N 용융염 분 기에서 부식층 두께

가 혼합용융염, LiCl-8% Li2O 분 기에서 보다 거의 4 배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에서 언 한 부식속도와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혼합용융염, LiCl-8% Li2O에서 부식 시험한 스테인 스강 시편 표면의 X-

선 회 분석 결과를 Fig. 3.81에 나타내었다. Fig. 3.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처리를 하지 않은 Type 304  Type 316LN 시편들의 혼합용융염, 

LiCl-8% Li2O 분 기에서 Type 304의 부식층은 LiCrO2이고, Type 316LN의 

부식층은 LiCrO2  Li4MoO5로 명되었으며, 두 시편 모두 페라이트 상이 

나타났지만 Type 316LN 시편에서는 약하게 나타났다.

  혼합용융염, LiCl-8% Li2O-1% Li3N에서 부식 시험한 스테인 스강 시편 

표면의 X-선 회 분석 결과를 Fig. 3.82에 나타내었다. Fig. 3.8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처리를 한 Type 304  Type 316LN 시편들의 혼합용융염, 

LiCl-8% Li2O-1% Li3N 분 기에서 Type 304의 부식층은 CrN과 LiCrO2로, 

Type 316LN의 부식층은 CrN, Mo2N, Li4MoO5로 명되었으며, Type 304에

서는 페라이트 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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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0. Scale thickness of the alloys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at 650 oC for 2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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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scales on (a) Type 304,

             (b) Type 316LN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of LiCl-8% Li2O at 650 oC for 2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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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scales on (a) Type 304,

             (b) Type 316LN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of

             LiCl-8% Li2O-1% Li3N at 650 oC for 2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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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용융염, LiCl-8% Li2O에서 부식 시험한 스테인 스강 시편 부식 침

물의 X-선 회 분석 결과를 Fig. 3.83에 나타내었다. Fig. 3.8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열처리를 하지 않은 Type 304는 LiCrO2이고, Type 316LN은 

LiCrO2  Li4MoO5로 명되었다. 이들은 Fig. 3.81의 결과와 일치한다.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

(a)

 : LiCrO2 

In
te

ns
ity

2θ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

(b)

 : Li4MoO5

 : LiCrO2

In
te

ns
ity

2θ

Fig. 3.8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precipitates of (a) Type 304,

             (b) Type 316LN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of LiCl-8% Li2O at 650 oC for 2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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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용융염, LiCl-8% Li2O-1% Li3N에서 부식 시험한 스테인 스강 시편 

부식 침 물의 X-선 회 분석 결과를 Fig. 3.84에 나타내었다. Fig. 3.8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처리 한 Type 304는 CrN과 LiCrO2로, Type 316LN은 

CrN, Mo2N, Li4MoO5로 명되었다. 이들은 Fig. 3.82의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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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4.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precipitates of (a) Type 304,

             (b) Type 316LN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of

             LiCl-8% Li2O-1% Li3N at 650 oC for 2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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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용융염, LiCl-8% Li2O에서 부식 시험한 스테인 스강 시편의 SEM 조

직  EPMA 분석결과를 Fig. 3.85에 나타내었다. Fig. 3.85에서 보는 바와 

같이 Type 304의 부식층은 조 한 보호 피막으로 이루어졌으며, 크롬 농도

와 산소 농도가 높은 것 보아 LiCrO2임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3.81(a)와 

Fig. 3.83(a)와 일치한다. 아울러, Type 316LN의 부식층도 역시 조 한 보호 

피막으로 이루어졌으며, 크롬 농도, 몰리 덴 농도  산소 농도가 높은 것 

보아 LiCrO2  Li4MoO5임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3.81(b)와 Fig. 3.83(b)와 

일치한다.

Fig. 3.85. SEM and X-ray line scan of the scale on (a) Type 304,

             (b) Type 316LN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of LiCl-8% Li2O at 650 oC for 2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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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용융염, LiCl-8% Li2O-1% Li3N에서 부식 시험한 스테인 스강 시편

의 SEM 조직  EPMA 분석결과를 Fig. 3.86에 나타내었다. Fig. 3.86에서 

보는 바와 같이 Type 304의 부식층은 다공성인 비보호 피막으로 이루어졌으

며, 크롬 농도, 산소 농도  질소 농도가 높은 것 보아 CrN  LiCrO2임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3.82(a)와 Fig. 3.84(a)와 일치한다. 아울러, Type 

316LN의 부식층도 역시 다공성인 비보호 피막으로 이루어졌으며, 크롬 농도, 

몰리 덴 농도  산소 농도가 높은 것 보아 CrN, Mo2N  Li4MoO5임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3.82(b)와 Fig. 3.84(b)와 일치한다.

Fig. 3.86. SEM and X-ray line scan of the scale on (a) Type 304,

             (b) Type 316LN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of LiCl-8% Li2O-1% Li3N at 650 oC for 2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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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험에서 사용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 스강에는 철, 니 , 크롬이 주 

원소이고 Type 316LN에는 몰리 덴이 첨가되었다. 이러한 원소들이 부식층 

형성과 부식속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모의 용융염에서 부식 

시험을 행한 스테인 스강의 부식층  모재의 원소 농도를 분석하 다. 용

융염, LiCl-8% Li2O에서 형성된 Type 304 스테인 스강 부식층의 철, 니 , 

크롬  산소 농도를  분석(point analysis)으로 정량분석한 결과를 Fig. 

3.87에 나타내었다. Fig. 3.87에서 보는 바와 같이 Type 304의 부식층에는 크

롬  산소의 농도가 다른 원소들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부식층은 크롬의 

산화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크롬 원소가 다른 원소들보다 용융염 쪽으

로 확산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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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7. SEM cross-sectional image and points (a), concentration profile

          along to the cross-section image (b) of Type 304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of LiCl-8% Li2O at 650 oC for 2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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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용융염, LiCl-8% Li2O에서 형성된 Type 316LN 스테인 스강 부식층

의 철, 니 , 크롬, 몰리 덴  산소 농도를  분석(point analysis)으로 정

량분석한 결과를 Fig. 3.88에 나타내었다. Fig. 3.88에서 보는 바와 같이 

Type 316LN의 부식층에는 크롬  몰리 덴 그리고 산소의 농도가 다른 원

소들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부식층은 크롬  몰리 덴의 산화물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크롬과 몰리 덴의 확산이 지배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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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8. SEM cross-sectional image and points (a), concentration profile

          along to the cross-section image (b) of Type 316LN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of LiCl-8% Li2O-1% Li3N at 650 oC

          for 2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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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용융염, LiCl-8% Li2O-1% Li3N에서 형성된 Type 304 스테인 스강 

부식층의 철, 니 , 크롬, 산소  질소 농도를  분석(point analysis)으로 

정량분석한 결과를 Fig. 3.89에 나타내었다. Fig. 3.89에서 보는 바와 같이 

Type 304의 부식층에는 부식층의 바깥쪽에 크롬의 농도가 제일 높으면서 부

식층이 안쪽으로 성장함에 따라 크롬의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소의 농도는 부식층의 제일 바깥쪽에서 간 부분까지 높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한 산소는 부식층의 제일 바깥쪽에서 농도가 높고 부식층

과 모재의 경계면에서 농도가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

식층의 바깥쪽 부분에서는 CrN의 질화물 형성, 간 부 에서 부식층과 모

재의 경계면까지는 LiCrO2 산화물의 형성으로 부식층은 2 상 구조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혼합용융염, LiCl-8% Li2O-1% Li3N에서 형성된 Type 316LN 스테인 스

강 부식층의 철, 니 , 크롬, 몰리 덴, 산소  질소 농도를  분석(point 

analysis)으로 정량분석한 결과를 Fig. 3.90에 나타내었다. Fig. 3.90에서 보는 

바와 같이 Type 316LN의 부식층에는 부식층의 바깥쪽 부분에서 크롬의 농

도가 높고 부식층이 안쪽으로 성장함에 따라 크롬의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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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9. SEM cross-sectional image and points (a), concentration profile

          along to the cross-section image (b) of Type 304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of LiCl-8% Li2O-1% Li3N at 650 oC

          for 2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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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0. SEM cross-sectional image and points (a), concentration profile

          along to the cross-section image (b) of Type 316LN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of LiCl-8% Li2O-1% Li3N at 650 oC

          for 25 hours.

나타났으며, 질소의 농도는 부식층의 간 부분에서 높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한, 산소는 부식층의 바깥쪽에서 농도가 높다가 간 부 에서 낮

아지면서 부식층과 모재의 경계면에서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몰

리 덴은 부식층의 바깥에서 간 부 까지 농도가 높다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식층의 바깥쪽 부분에서는 CrN과 Mo2N의 질

화물 형성, 부식층의 간 부 에서 부식층과 모재의 경계면까지는 Li4MoO5

와 LiCrO2 산화물의 형성으로 부식층은 4 상 구조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생

각된다.

  (2) 내구성특성시험

     부식생성물 형성 과정의 고찰로 부식 진행 과정을 조사한 결과 오스테

나이트 스테인 스강의 부식진행 과정은 부식반응 이후 안정한 생성물이 형

성되기까지 빠른 부식이 진행되는 부식생성물 형성 단계와 안정한 부식생성

물 형성 후 보호 괴가 일어나기까지의 부식억제 단계, 그리고 보호 괴 이

후 부식이 다시 증가되는 부식진행 단계의 3 단계 과정을 경유하며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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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융염, LiCl-8% Li2O에서 스테인 스강들의 단 면  당 부식감량을 

시간함수 계로 Fig. 3.91에 나타내었다. Fig. 3.91에 의하면 부식은 3 단계

를 경유하면서 진행하 다. 즉, 1 단계는 부식생성물 형성 단계로 고온용융

염 해질과 시편의 빠른 부식으로 진행하 으며, Type 304와 304L은 Type 

316LN보다 민화가 조  빨리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단계에서 부식속

도는 1 단계에 비해 감소하는 상을 보 는데, 이는 1 단계에서 형성되었던 

부식생성물이 일반 인 고온 산화거동에서처럼 안정한 부식층을 형성하여 

부식에 해 보호 피막 작용을 하므로 부식속도를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안정 부식층의 보호 피막 작용도 극심한 부식환경인 고온용융염

에 장시간 노출됨에 따라 240 시간 이후는 보호 괴가 일어나면서 부식속도

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 으로 Type 316LN이 Type 304와 

304L보다 부식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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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1. Weight loss of the alloys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of LiCl-8% Li2O at 650 oC, as a function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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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용융염, LiCl-8% Li2O-1% Li3N에서 스테인 스강들의 단 면  당 

부식감량을 시간함수 계로 Fig. 3.92에 나타내었다. Fig. 3.92에 의하면 Fig. 

3.91에서 언 한 혼합용융염, LiCl-8% Li2O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단지, 

혼합용융염, LiCl-8% Li2O-1% Li3N 분 기가 보다 극심한 부식환경이기 때

문에 보호 괴가 150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으로 

Type 316LN이 Type 304와 304L보다 부식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용융염, LiCl-8% Li2O 분 기에서 시간에 따른 Type 304 스테인 스

강 시편의 부식생성물 형성 과정을 보여  X-선 회 분석 결과를 Fig. 

3.93-3.96에 나타내었다. Fig. 3.93-3.96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시간 부식된 

시편에서는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 상과 부식생성물인 Li5Fe5O8으로 3 상

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부식생성물의 

상 변화를 보면 150 시간에는 LiCrO2가 360 시간  500 시간에는 Li2Ni8O10

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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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2. Weight loss of the alloys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of LiCl-8% Li2O-1% Li3N at 650 oC, as a function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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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scales on Type 304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of LiCl-8% Li2O at 650 oC for 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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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4.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scales on Type 304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of LiCl-8% Li2O at 650 oC for 15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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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5.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scales on Type 304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of LiCl-8% Li2O at 650 oC for 36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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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6.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scales on Type 304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of LiCl-8% Li2O at 650 oC for 50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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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용융염, LiCl-8% Li2O-1% Li3N 분 기에서 시간에 따른 Type 304 

스테인 스강 시편의 부식생성물 형성 과정을 보여  X-선 회 분석 결과를 

Fig. 3.97-3.10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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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7.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scales on Type 304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of LiCl-8% Li2O-1% Li3N at 650 oC

           for 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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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8.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scales on Type 304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of LiCl-8% Li2O-1% Li3N at 650 oC

           for 15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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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9.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scales on Type 304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of LiCl-8% Li2O-1% Li3N at 650 oC

           for 36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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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0.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scales on Type 304 corroded

           in the molten salts of LiCl-8% Li2O-1% Li3N at 650oC

           for 50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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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97-3.100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시간 부식된 시편에서는 오스테나이

트  페라이트 상과 부식생성물인 Li5Fe5O8으로 3 상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오스테나이트 상이 거의 페라이트 상

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부식생성물의 상 변화를 보면 150 

시간에는 CrN, 360 시간에도 역시 CrN이 형성되었으며, 500 시간에는 

Li2Ni8O10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LiCl-Li2O-O2 용융염계에서 비선정 장치재료의 장기건 성 시험

  (1) Ni-base 합 의 부식특성

     부식실험 후 부식속도를 알기 하여 650 ℃에서 24～312 시간 동안 

부식 실험한 시편들을 수세하여 측정한 부식속도 결과를 Fig. 3.101에 나타

내었다. 부식이 진행됨에 따라 시편의 무게가 감소하는 원인은 산화 표면의 

보호막이 깨지고, 산화물 입자들이 기지 속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기 때문이

다. 결과로부터 Inconel 690 > Inconel 601 > Inconel 600의 순으로 부식속도

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작은 부식속도를 보이는 Inconel 

600의 내부식성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Inconel 600은 시간과 

온도의 증가에 따는 부식속도의 증가율이 은 반면, Inconel 690은 168 시

간 이후에 격한 부식속도의 증가를 보이며 가장 취약한 내부식성을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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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1. Corrosion rates of Ni-base alloys (a) at 650 ℃ with time,

             (b) for 72 hours wit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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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02에는 시편 표면에서 박리된 부식침 물의 X-선 회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부식 박리물은 부식층의 가장 바깥쪽을 이루는 생성물로 간주 

할 수 있으며 Inconel 600과 Inconel 601은 반응시간과 온도 조건에 계없

이 Cr2O3   NiFe2O4를 보이고 있다. Inconel 690은 부식율이 비교  작은 

조건인 650 ℃  725 ℃의 온도에서 72 시간 동안 부식시킨 결과 단상의 

Cr2O3의 peak만 검출되는 반면에 부식이 더욱 진행된 650 ℃의 312 시간 부

식 조건과 725 ℃에서 168 시간의 부식 조건에서는 Cr2O3 이외에 NiFe2O4를 

보이고 있다. Ni-Cr-Fe계 합 에서 열역학 으로 가장 안정한 산화물은 

Cr2O3이므로 시편의 가장 바깥 층에 우선 생성되는 산화물은 Cr2O3를 상

할 수 있다[17]. 그러나 Fe  Ni 산화층은 기에 생성된 Cr2O3 층을 통한 

외부 확산속도가 Cr 이온보다 크기 때문에[18] 내부로 확산하는 산소 이온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Inconel계 합 들과는 달리 기 부

식 단계에서 Inconel 690은 단상의 Cr2O3를 보이는데 산화막이 단일 상으로 

유지되려면 기지 속과 산화막의 계면에 용질 속이 충분히 공 이 되어야 

하며 Inconel 690인 경우 Cr의 농도가 약 30 % 정도로 충분히 높아 산화막

으로 공 되는 Cr의 양이 크기 때문으로 단된다. 즉, Cr2O3의 산화물 층이 

생성되는 속도가 Fe  Ni 이온의 외부 확산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부식

생성물은 단상의 Cr2O3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반응시간  반

응온도가 증가하여 부식율이 커지면 Cr 성분이 상당량 고갈되고 기지 속

의 Ni이 함께 용출되는 것으로 단된다.

  일반 으로 산화막의 박리(spallation) 는 분리(decohesion) 상은 산화

막의 형성에 따른 내부 응력이 증가하면서 산화막/ 속 계면에 열팽창계수의 

차이에 의하거나 는 산화막/ 속의 합 계면에 void가 형성될 경우 양자

간의 합 면 이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다[19]. 한 산화막의 박리 

는 균열이 일어날 경우 보호성 피막의 부재로 인해 속 표면은 부식환경

에 노출되고, 부식이 가속화 될 수 있다. Inconel 600의 경우 부분의 scale

은 박리되고 subscale만 찰되는데 scale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모재에 부

착된 특정 부분을 Fig. 3.103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산화층은 크게 3 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Fe계 산화물, Cr

계 산화물의 순으로 층되어 subscale은 Ni-rich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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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2. XRD patterns of Ni-base alloys corroded (a) at 650 ℃

               for 72 hours, (b) at 725 ℃ for 72 hours, (c) at 725 ℃

               for 168 hours, and (d) at 650 ℃ for 31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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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 16.3 8.2 73.7 - 16.3 8.2 73.7

1 27.4 13.2 55.6 3.8 31.2 1.3 60.3 7.3

2 22.0 74.4 2.0 1.6 25.3 54.9 10.3 9.5

3 1.2 2.4 1.32 94.5 8.0 42.1 1.3 48.7

4 19.3 75.2 2.3 3.2 3.4 4.9 0.6 91.1

5 0.1 12.6 6.61 80.7 12.5 5.8 1.1 80.7

6 18.9 1.5 4.93 74.7 1.6 2.9 1.4 94.1

7 6.5 2.5 1.1 90.0

8 0.6 15.4 7.4 76.6

( c)

Fig. 3.103. SEM morphology and spot chemical analysis results of (a) gas

           exposed region and (b) salt exposed region on Inconel 600

           corroded at 650 ℃ for 72 hours((c) spot chem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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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은 앞서 언 한 각 원소들의 확산속도 차이에서 기인되어 부

식물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부식 반응기구는 각 성분원소의 산화에 따

른 열역학  안정성에 의존하기보다는 각 성분원소의 확산속도에 지배될 것

으로 생각된다. 즉, 합 과 산소가스(gas region) 는 산소이온(salt region)

과의 반응으로 기에 Cr2O3가 생성되며, 산화물 내에서 측정된 속이온의 

확산속도가 Fe3+>Fe2+>Ni2+>Cr3+이므로[18] Cr2O3 층을 통해 Fe  Ni 이온

이 외부로 확산하여 가장 외측의 산화물을 이루는 것으로 단된다. 이 과정

에서 산소이온의 내부 확산을 통해 산화물이 성장하는 동안 산화물/산화물 

는 산화물/ 속 계면간 열팽창계수의 차이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여 내부 

부식이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Fig. 3.104에 

Inconel계 합 의 부식물 형성에 따른 부식 반응기구를 개략 으로 나타내었

다. 일반 으로 합 에 내부식성을 부여하기 해서는 표면에 열역학 으로 

안정하고, 성장속도가 느린 산화물이 형성되어 기지 속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Inconel계 합 에 함유된 성분들은 산소와 단히 큰 친화력을 가지

고 있는데 고온에서는 산화반응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단된다. 식 (1)-(4)

는 각 성분들의 가스 상의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물 생성에 따른 표 자유에

지 변화값을 비교하 다[20-22].

  2Cr ( s) + 3/2O2(g) = Cr2O3( s)    △G o
at 998K = -863kJ          (1)

  3Fe ( s) + 2O2(g) = Fe3O4( s)     △G
o
at 998K = -796kJ          (2)

  2Fe (s) + 3/2O2(g) = Fe2O3( s)   △G o
at 998K = -564kJ          (3)

  Ni (s) + 1/2O2(g) = NiO (s)      △G o
at 998K = -150kJ          (4)

  Cr 산화물이 가장 안정한 반면 Ni의 경우 다른 원소들의 산화물 생성에 

따른 표  자유에 지 값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즉, Ni 

성분은 산소와의 친화력이 비교  낮은 편으로 Cr  Fe와 함께 공존하는 

분 기에서 산화물을 이루기 가장 어려우며, 산소에 의한 향이 가장 은 

원소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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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4. Corrosion mechanism of Inconel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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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05에 Inconel 600 부식 단면의 line profile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3.103에서 보이는 외부 산화물은 찰되지 않고, scale 내에서 Cr  Fe 성

분의 고갈 상과 함께 Ni 성분의 농축이 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Cr  

Fe 성분이 scale을 이루는 주성분으로 탈 scale되었기 때문에 subscale에서

는 Cr  Fe 성분의 고갈 상으로 생각된다.

Ni

Cr
Fe

(a)

Ni

Cr
Fe

(b)

Fig. 3.105. Microstructure and X-ray line scan of the subscale

                on Inconel 600 corroded in the molten salt of LiCl-

                3% Li2O at (a) 650 ℃, (b) 725 ℃ for 7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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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기지 속 내의 Cr  Fe 원소의 외부 확산속도보다 표면에 분포하

는 Cr  Fe 성분의 산화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Ni는 산

화층/산화층 간의 계면이나 산화층/ 속 계면에 농축되어 산화속도를 감소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실험 결과에서도 탈 scale된 표면 직하에 Ni

의 농축 상으로부터 Ni 성분이 산화물 주 에 농축되어 내부 산화를 지

하는 것으로 단된다.

  Fig. 3.106은 725 ℃에서 168 시간 동안 부식시킨 Inconel 600의 단면 사진 

 EDS 분석 결과이다. 표면은 매우 거칠고 국부 부식 는 내부 산화의 거

동을 보이고 있다. 수십 ㎛ 깊이의 산화 지역(s2, s3, s4)은 Cr과 Fe로 이루

어진 산화물로, 이러한 부분 산화 지역은 산화를 가속시키는 시작 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높다.

Spot O Cr Fe Ni

Base - 13.2 8.2 73.7

s1 0.51 2.52 1.49 95.48

s2 8.09 15.38 18.10 58.43

s3 9.34 18.29 22.28 50.09

s4 4.76 20.04 22.27 52.93

s5 0.41 15.93 7.65 76.01

Fig. 3.106. Spot analysis results of Inconel 600 corroded

                   at 725 ℃ for 168 hours.



- 207 -

  Fig. 3.107은 650 ℃의 온도에서 312 시간 동안 부식 실험한 합 들의 단

면 사진과 EDS 분석을 통해 Cr, Fe  Ni 성분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Scale

의 침투 깊이를 비교하면 Inconel 600이 가장 작고 Inconel 601  Inconel 

690의 순서로 침투 깊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Inconel 601과 Inconel 690은 

Inconel 600과는 달리 표면에서부터 균등하게 부식되는 면부식 거동을 보

이고 있다. 모든 조건의 산화층에서 Cr  Fe는 고갈되고 Ni-rich 상이 

찰된다. 한 Inconel 690은 312 시간 용융염 에 노출될 경우 부분의 시

편이 침식되어 가장 내부식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Inconel 601은 산

소 활성원소인 Al을 약 1.5 % 후 함유한 Inconel계 합 으로 Al계 산화물

은 고온에서 안정하며 치 하고 균일한 피막을 만들기 때문에 박리되기 어

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23]. Fig. 3.108(a)는 Inconel 601의 부식시편 단면

과 Al 원소의 mapping 분석 결과이다. Fig. 3.10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스 

노출 부 보다 염에 노출된 부 의 부식 침투깊이가 크며 염 노출 부 의 

부식율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Al 원소가 산화물 직하에 농축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3.108(b)는 가스 노출부의 확  사진으로 구성 원소의 

mapping 결과 Cr은 scale 내에서 상당량 고갈되었으며 Al은 scale/ 속 계면

에 농축되어 있다. 따라서 Cr계 산화물은 보호성 피막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scale 바깥쪽에 산소가 농축된 것으로 보아 Al은 산소이온의 

내부 확산을 지하는 장벽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Ni 성분에 

한 mapping 결과에서 scale 내에 Ni 성분이 소량 용출되어 고갈된 상을 

함께 보이는데, 이것은 Inconel 601이 Inconel 600보다 큰 무게감소율을 보이

는 결과와 비교 검토하면, Inconel 601은 최  산화 항을 갖기 한 임계함

량 미만의 Ni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Fig. 3.109에 

나타낸 Inconel 690의 부식 단면  Cr 성분의 mapping 측정 결과에서 확인

되는데, Inconel 690은 다른 Inconel 합 에 비해 Cr의 함량은 높고, Ni의 함

량은 낮은 합 이다. Fig. 3.109에서 보면 상당량의 Cr 고갈 상이 찰되며 

균열의 진 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지 속과 형성된 산화피막 간의 열팽창

계수의 차이에 의해서 계면에서 발생되는 열응력(thermal stress)과 산화피막

의 성장 시 발생하는 성장응력(growth stress)의 집 에 의해서 scale의 박

리 는 균열이 일어나는데, scale의 박리와 산화피막이 재생성되는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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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에 의해 산화막을 형성하는 원소인 Cr이 고갈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Inconel 600 Inconel 601 Inconel 690

C r

Fe

N i

Fig. 3.107. SEM morphology of Inconel alloys corroded

                    at 650 ℃ for 31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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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45

Gas region

X45

Salt region

                                   (a)

OCr 

X200

Gas region

                       

Al Al Ni

                                   (b)

Fig. 3.108. SEM morphology (a), and SEI and elemental distributions

             of subscale on gas exposed region (b) of Inconel 601

             corroded at 725 ℃ for 168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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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09. Elemental distributions of the subscale on Inconel 690 corroded

           at 725 ℃ for 168 hours, (a) SEI, (b) Cr.

  따라서 Fig. 3.101에서 Inconel 690의 부식속도가 가장 큰 이유는 Cr 성분

의 용출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단상의 Cr2O3 피막을 형성하는 

Inconel 690의 내부식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Cr2O3는 효과 인 보

호피막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Cr  Ni의 양이 내

식성을 결정하는 요한 인자라고 단되며 용융염 에 내부식성을 향상시

키기 해서는 일정량 이상의 Ni를 첨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Cr의 과도

한 첨가는 내식성을 해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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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e-base 합 의 부식특성

     Fig. 3.110은 각각의 실험 변수에 따른 부식실험 후의 음  세척에서 

얻어진 부식물을 X-선 회 분석한 결과이다. Fig. 3.110(a)는 부식실험의 조

건이 650 ℃, 72 시간이었을 때 각각의 시편 종류에 따른 부식생성물의 

XRD 결과이다. Fig. 3.110(b)는 72 시간의 부식실험에서 316LN S.S의 온도

에 따른 부식생성물의 XRD 결과이며, Fig. 3.110(c)는 650 ℃의 부식실험 온

도에서 Incoloy 800H의 부식실험 시간에 따른 부식생성물의 XRD 결과이다. 

Fig. 3.1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편의 종류, 부식실험의 온도와 시간에 따른 

부식생성물의 XRD 결과는 모두 FeCr2O4와 Cr2O3로서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교  낮은 온도(650 ℃)와 짧은 시간(24 시간)에서의 

부식반응에 의한 부식물이 온도나 시간의 증가에 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됨

을 나타낸다. Fig. 3.111은 Fe, Cr  Ni 성분이 산소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

된 산화물의 표  자유에 지 변화값(ΔG)을 나타낸 것이다[24]. Fig. 3.11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Gibbs free energy는 모든 온도 구간에서 열역학 으로 

가장 안정한 산화물은 FeCr2O4 으며 다음으로 Fe3O4와 Cr2O3가 비슷한 안

정성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Fig. 3.110의 결과와 연계하여 생

각해 볼 때 부식물의 주된 상이 FeCr2O4와 Cr2O3가 되는 결과와 일치하 다.

  Fig. 3.112-3.113은 650 ℃에서 72 시간 동안 부식 실험한 Incoloy 800H의 

모재에 부착된 scale과 316LN S.S의 모재에 부착된 scale을 point 정량분석

한 결과이다. 최  합 의 조성에 기인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 경우 모

두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scale 층의 point 분석에 의한 조성은 Ni의 

농도가 매우 높고 Fe의 농도는 원래의 합  조성에 비해 상 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한 Cr의 경우 부식실험  거의 모든 부분이 용융염쪽으로 

용출되어 scale 내에는 그 농도가 매우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

식층이 존재하지 않는 모재 쪽의 point 분석에 의한 조성은 원래의 합  조

성과 비슷함을 알 수 있어 Fe나 Cr의 용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부식실험  부식층에서는 부분의 Cr과 상당량의 Fe이 밖

으로 용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런 결과는 Fig. 3.110의 부식 생성물의 

주된 상이 FeCr2O4  Cr2O3인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12 -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Incoloy 800H

321 S.S

316LN S.S

•••

•
•

•

•

•
•

•

•

Cr2O 3
FeCr2O 4

 

2θ

2 0 3 0 4 0 5 0 6 0 7 0 8 0 9 0 1 0 0

(b )

6 5 0 oC

7 2 5 oC

8 0 0 oC
••••

••

•
•

•

•
•

•

•

C r
2
O

3
F e C r

2
O

4

 

2 θ

 20 30 40 50 60 70 80 90 100

(c)

24hrs

72hrs

168hrs

312hrs

•••
••

•••
•

•

•
•

Cr
2
O

3
FeCr2O 4

 

 

2θ

Fig. 3.110. XRD patterns of corrosion products of the alloys corroded in

            various conditions, (a) specimen(650 ℃, 72 hrs), (b) tempera-

            ture(316LN S.S, 72 hrs) (c) time(Incoloy 800H,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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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 Gibbs free energy change of oxide formation

                   in case of Cr, Fe and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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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 SEM cross-sectional image and points, concentration profile

            along to the cross-sectional image of Incoloy 800H corroded

            at 650 ℃ for 7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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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 SEM cross-sectional image and points, concentration profile

            along to the cross-sectional image of 316LN S.S. corroded

            at 650 ℃ for 72 hours.

  Fig. 3.114는 725 ℃에서 부식실험의 시간에 따른 무게 손실(a)과 72 시간 

동안의 부식실험의 온도에 따른 무게 손실(b)을 각 시편들에 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두 경우 모두 부식반응에 의한 무게 감소율의 순서는 Incoloy 

800H < 316LN S.S < 321 S.S의 순서 다. 부식실험의 시간과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서 무게손실은 증가하 다. 그러나 부식실험의 시간이 증가할수록 

무게 손실이 둔화되는 상을 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의 부식

속도는 시간보다는 부식 온도에 더 향을 받는 것으로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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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 Weight loss of the alloys corroded (a) at 725 oC with time

             and (b) for 72 hours wit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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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15는 725 ℃, 72 시간 동안 부식 실험한 후 각 시편들의 부식층 

SEM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Fig. 3.1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16LN S.S, 321 

S.S의 경우의 부식 형태는 입계부식을 나타내었다. 즉 입계를 따라 부식이 

진행되면서 비교  조 한 부식물의 박리가 일어나는 과정의 형태를 볼 수 

있다. 반면 Incoloy 800H의 경우는 면부식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부식 

산화물의 용출로 인한 void가 아주 미세하고 균일하게 존재하 으며, 이는 

부식이 균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입계부식은 면부식에 

비해 조 한 부식물이 생성되어 산화층이 괴되고 치 하지 못하여 산소이

온의 외부로부터의 확산을 지하기 한 효과 인 장애물 층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확산된 산소이온이 모재의 속과 쉽게 반응하여 

산화됨으로써 부식에 의한 무게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사료된다[25]. 이에 

반해 면부식은 산화물이 용출되어 나간 미세하고 균일한 망상구조의 scale

이 외부로부터의 산소이온의 확산을 입계부식에 비해 상   효과 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산소이온에 의한 내부 속의 산화를 억제하여 비교  무게 

감소율이 작다고 생각된다. 이는 Fig. 3.114에서 Incoloy 800H가 가장 작은 무

게 감소를 나타낸 결과와 일치한다.

Fig. 3.115. SEM photographs of subscale/matrix of the alloys corroded

             at 725 ℃, for 72 hours, (a) 316LN S.S, (b) 321 S.S,

             (c) Incoloy 8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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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16-3.117은 650 ℃, 72 시간 동안 부식 실험한 321 S.S의 SEM 사진 

 point 정량분석의 결과이다. Fig. 3.116은 최외각의 부식층에 산화물 층이 

존재하는 경우이며, Fig. 3,117은 최외각의 부식층에 산화물 층이 박리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우선 산화물 층이 존재하는 Fig. 3.116의 경우를 살

펴보면 최외각의 산화물 층을 정량분석한 point 1, 2의 결과로부터 우선 Cr

의 농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고 O와 Fe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 산화물 층의 주된 상은 Cr의 산화물임을 측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 

scale에서 모재 쪽으로 가면서 정량분석한 point 3-7을 살펴보면 최외각 산

화물 층(point 1, 2)을 벗어나면서 Cr의 농도는 격하게 감소하고 Fe와 Ni

의 농도는 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시 모재 쪽에 가까

워질수록 Cr의 농도는 다시 증가하고 Ni의 농도는 감소하여 최  모재의 조

성과 비슷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최외각의 산화물 층에 가장 근 한 

scale에 Cr의 농도가 가장 낮은 이유는 이곳에 존재하던 Cr이 O와 반응하면

서 최외각에 산화물을 형성하고 모재 쪽으로 갈수록 이러한 향을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산화물 층이 존재하지 않는 Fig. 3.117의 경우를 살

펴보면 최외각 scale을 정량분석한 point 1, 2에서는 Fe와 Ni의 농도가 매우 

높고 Cr과 O의 농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재 쪽으로 갈수록 

Ni의 농도는 꾸 히 감소하고 Cr의 농도는 증가하여 최  모재의 조성과 비

슷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최외각의 부식층에 산화물 층이 존재하는 Fig. 

3.116과 산화물 층이 존재하지 않는 Fig. 3.117을 비교하여 보면 Fig. 3.116에

서의 산화물 층을 제외하면 Fig. 3.116과 Fig. 3.117의 정량분석의 결과에서 

각 원소들의 농도변화는 매우 흡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식의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최외각에 산화물 

층이 존재하는 Fig. 3.116의 경우가 부식이 훨씬 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3.116의 최외각 Cr 산화물 층의 존재가 보호피막의 역할을 

하여 내부로 산소 이온의 확산을 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반

해 산화물 층이 괴되어 박리된 Fig. 3.117의 경우에는 상 으로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Fig. 3.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Incoloy 800H 경우에는 산화물 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부식에 의한 무게 감량을 나타낸 이유는 Ni와 Fe의 미세한 망상구조가 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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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망상구조 층이 외부로부터의 산소이온의 

확산을 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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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 SEM cross-sectional image and points, concentration profile

            along to the cross-sectional image of scale/subscale

            of 321 S.S. corroded at 725 ℃ for 7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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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7. SEM cross-sectional image and points, concentration profile

            along the cross-sectional image of subscale/matrix

            of 321 S.S. corroded at 725 ℃ for 72 hours.

  Fig. 3.118은 앞서 면부식의 형태를 나타내면서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

편들  가장 우수한 부식특성을 나타낸 Incoloy 800H의 725 ℃, 72 시간의 

부식층을 확 한 SEM 사진  치에 따른 point 성분분석 결과이다. 우선 

point 성분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식층(point No. 1, 2, 3, 4)에서는 체

으로 일 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Fe와 Ni만이 존재하 고 Cr은 부식층 

밖으로 용출되어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산소 한 거의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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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반면 모재 쪽(point No. 5, 6)에서의 조성 분포는 원래 시편

의 조성과 같아짐을 알 수 있고 부식층에 비해 Fe가 상 으로 약간 증가

하고, Cr의 농도가 매우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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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8. SEM cross-sectional image and points, concentration profile

           along to the cross-sectional image of Incoloy 800H corroded

           at 725 ℃ for 7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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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Ni의 상 인 농도도 부식층에 비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Ni의 함량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Fe와 Cr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

인 농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즉 Incoloy 800H의 scale 층의 형태는 비교

 두꺼운 층의 부식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 으로 산화물 형태 부식

층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었고 단지 Ni  Fe의 존재만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119는 725 ℃, 72 시간 동안 부식 실험한 316LN S.S, 321 S.S, 

Incoloy 800H의 SEM 사진과 Cr, Ni, Fe의 성분에 한 mapping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a)

(b) 

(c) 

(d) 

316LN S.S 321 S.S Incoloy 800H

Fig. 3.119. Elemental distributions of the subscale on the alloys corroded

           at 725 ℃ for 72 hours, (a) SEI, (b) Cr, (c) Ni, (d)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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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316LN S.S와 321 S.S는 입계부식이었고 Incoloy 

800H는 면부식이었다. Cr에 하여 mapping한 결과를 살펴보면 316LN 

S.S와 321 S.S의 경우 Cr의 분포가 부식층과 모재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

로 균일하게 나타났지만 Incoloy 800H의 경우에는 부식층에서 Cr이 거의 존

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 Ni에 하여 mapping한 결과를 살펴보면 

316LN S.S와 321 S.S는 마찬가지로 부식층과 모재의 분포도가 일정하 으

나 Incoloy 800H의 경우 모재 쪽보다 부식층에서 Ni의 농도가 월등하게 높

음을 알 수 있다. Fe의 경우 세 시편 모두 일정하고 균일한 분포를 나타내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Fig. 3.116-3.118의 결과와 일치하는데 입계부식을 나

타내었던 316LN S.S와 321 S.S가 부식층에서 (Fe,Cr)-oxide 형태의 부식물

이 그 로 존재하 기 때문에 Cr과 Fe의 성분 분포가 변화하지 않았지만 

Incoloy 800H의 경우 부식층에 Fe와 Ni만이 존재하 기 때문에 부식층과 모

재 사이의 Cr과 Ni의 성분 분포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단된다.

  에서 서술한 것을 종합 으로 고찰하여 보면 Fig. 3.114에서 다른 

Fe-base 합 보다 Incoloy 800H가 가장 좋은 부식 특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Fig. 3.1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Fe-base 합 들이 입계부식을 나타내는 

반면 Incoloy 800H가 면부식의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면부식이 비교  좋은 부식 특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입계부식이 입계를 

따라 부식이 진행되면서 Fig. 3.1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외각의 Cr 산화물

층이 박리되어 보호피막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면, Fig. 3.11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Incoloy 800H가 나타내는 면부식의 경우 비교  미

세한 부식물이 박리되어 나간다 하더라도 최  모재의 높은 Ni 함량으로 말

미암아 Ni가 subscale에 망상구조 형태로 박리되지 않고 모재에 그 로 부착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Fig. 3.1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Incoloy 800H가 면부식을 나타내는 이유는 부식층의 높은 Ni 함량에 기인

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3.120은 650 ℃에서 각 샘 들의 부식 시간에 따른 두께의 변화를 나

타낸 결과이다. Fig. 3.1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316LN S.S와 321 S.S는 부식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샘 의 두께가 계속 감소하는 반면 Incoloy 800H의 

경우는 부식 시간의 증가에 따라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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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0. Thickness changes of the alloys corroded at 650℃

                 for various time.

입계부식을 나타냈던 316LN S.S, 321 S.S와 면부식을 나타냈던 Incoloy 

800H의 차이 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으며, Fig. 3.115에서 나타낸 바와 같

이 316LN S.S, 321 S.S의 경우는 부식이 입계를 따라 진행되면서 표면에 조

한 산화물이 생성되어 박리되는 반면 Incoloy 800H의 경우는 부식이 진행

되면서 산화물의 형태로 박리되어 나간다 하더라도 상 으로 높은 Ni의 

함량 때문에 Ni이 풍부한 망상구조의 subscale이 모재에 그 로 부착되어 있

기 때문에 부식 후 샘 의 두께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사

료된다.

  Fig. 3.121은 650 ℃에서 부식시간의 변화에 따른 Incoloy 800H의 SEM 사

진을 나타낸 것이다. Fig. 3.1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식 후의 scale은 부식

시간과는 무 하게 여 히 모재에 부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sub- 

scale의 넓이는 시간의 증가에 따라 넓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312 시간

동안 부식실험을 거친 (d)의 경우에 부식이 샘 의 앙 부분에까지 진행되

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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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 SEM photographs of Incoloy 800H corroded at 650 ℃

               (a) 24 hours, (b) 72 hours, (c) 168 hours, and

               (d) 312 hours.

  Fig. 3.122는 650 ℃에서 312 시간 동안 부식실험 후 Incoloy 800H의 SEM 

사진  Fe, Cr, O, Ni에 한 mapping 결과이다. Fig. 3.1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식이 진행된 subscale 부분에서는 Fe와 Cr이 용출되어 농도가 매우 

낮았으며 부식이 진행되지 않은 앙 부분에서는 Fe와 Cr의 농도가 매우 높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Ni은 부식이 진행된 subscale에서와 부식이 진행되지 

않은 앙 부분에서의 농도가 거의 일정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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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2. SEI and elemental distributions of Incoloy 800H corroded

              at 650 ℃ for 312 hours.

  Fig. 3.123은 650 oC에서 312 시간 동안 부식실험 후 Incoloy 800H에서 산

화물 피막이 박리되지 않은 부분의 SEM 사진과 point 정량분석의 결과이다. 

SEM 사진과 point 정량 분석의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최외각의 point 

1, 2는 Fe, Cr, O의 농도가 높음으로 보아 (Fe, Cr)-oxide 임을 알 수 있고 

Ni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한 point 3, 4, 5의 부분에서는 Ni의 농도가 

격하게 증가하고 Cr과 O의 농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point 3, 4, 

5 부분은 산화물이 아닌 Ni와 Fe의 고용체일 것으로 단된다. Point 6, 7의 

경우는 Fe, Ni, Cr의 조성이 최  샘 의 조성과 비슷하여 부식이 진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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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부식이 진행된 정도를 보면 point 1, 2 부분의 

산화물 층이 존재하는 앙 부분에서 가장 고 산화물 층이 존재하지 않는 

시편의 상/하단으로 갈수록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은 박

리되지 않은 산화물 층이 보호피막의 역할로 인해 부식 진행이 느린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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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3. SEM cross-sectional image and points, concentration profile

            along to the cross-sectional image of Incoloy 800H corroded

            at 650 ℃ for 31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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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가. 모의 용융염계(LiCl-Li2O-Li3N)에서 장치재료의 부식특성 시험

    용융염 LiCl-Li2O에서 부식속도는 Li2O 농도 8 wt%까지는 포물선 법

칙에 가까운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그 이상에서는 부식속도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한 용융염 LiCl-Li2O-Li3N에서는 Li2O 농도 2 wt%까지는 포물

선 법칙의 경향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상에서는 부식속도의 증

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용융염 LiCl-Li2O에서의 부식물은 LiMO2(M: Cr, Fe) 산화물로, 용융염  

LiCl-Li2O-Li3N 계에서는 CrN 질화물로 명되었다.

  운 온도 650 ℃ 근처, Li2O 농도 8 wt% 이하, Li3N 농도 1 wt% 이하의 

공정운  조건이므로 공정의 후보재료로 Type 316LN이 최고 가능성을 보

으며, 한 고온 리튬용융염 분 기에서 내구성 시험에 의한 조직의 안정

성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 원소 에서 Cr 농도가 낮을수록 는 Ni 농도가 높을수록 내용융염 

부식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나. 비선정 장치재료의 용 성  내구성 시험

     LICl-8% Li2O-1% Li3N 용융염계에서의 부식속도가 LiCl-8% Li2O 용

융염계에서 보다 거의 2 배 크게 나타났으며, 한 LICl-8% Li2O-1% Li3N 

용융염계에서 부식층 두께가 LiCl-8% Li2O 용융염계에서 보다 거의 4 배 크

게 나타났다. 아울러 양쪽 용융염 분 기에서의 부식속도는 열처리한 Type 

316LN의  경우에 가장 느리게 나타났다.

  LiCl-8% Li2O 용융염계에서 Type 304의 부식층은 LiCrO2이고, Type 

316LN의 부식층은 LiCrO2  Li4MoO5로 명되었으며, 두 시편 모두 페라

이트 상이 나타났지만 Type 316LN 시편에서는 약하게 나타났다. 한편, 

LiCl-8% Li2O-1% Li3N 용융염계에서 Type 304의 부식층은 CrN과 LiCrO2

로, Type 316LN의 부식층은 CrN, Mo2N, Li4MoO5로 명되었으며, Type 

304에서는 페라이트 상이 나타났다.

  LiCl-8% Li2O  LiCl-8% Li2O-1% Li3N 용융염계에서 부식생성물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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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정은 부식생성물 형성단계, 억제단계  부식진행단계의 3 단계 과정을 

경유하며 진행하 으며, 304 S.S는 316LN S.S보다 민화가 조  빨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으로 용융염 LiCl-Li2O  LiCl-Li2O-Li3N 용융염계

에서 316LN S.S의 부식속도가 304 S.S와 304L S.S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LiCl-Li2O 용융염계에서 보호 괴가 시작되는 시간은 LiCl-Li2O-Li3N 

용융염계에서 보다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LiCl-8% Li2O 용융염계에서 기에 생성되는 부식물은 Li5Fe5O8으로, 시

간 경과에 따라 LiCrO2, Li2Ni8O10으로 진행되었으며, LiCl-8% Li2O-1% 

Li3N 용융염계의 경우에는 Li5Fe5O8로부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CrN, 

Li2Ni8O10로 변화되었다.

 다. LiCl-Li2O-O2 용융염계에서 비선정 장치재료의 장기건 성 시험

  (1) Ni-base 합

     부식속도를 비교한 결과 Inconel 690 > Inconel 601 > Inconel 600의 

순으로 부식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느린 부식속도를 보이는 

Inconel 600은 시간과 온도의 증가에 따른 부식속도의 증가율이 은 반면, 

Inconel 690은 168 시간 이후에 격한 부식속도의 증가를 보이며 가장 취약

한 내부식성을 보 다.

  산화성 분 기에서 Inconel 600  601의 표면에 형성된 부식생성물은 반

응시간  반응온도에 계없이 Cr2O3, NiFe2O4이었으며, Inconel 690의 경우

에는 기 부식 조건에서는 Cr2O3를 나타내었지만 부식이 진행됨에 따라  

NiFe2O4의 peak가 함께 찰되었다.

  Inconel 600은 국부부식의 부식거동을 보이는 반면 Inconel 601  Inconel 

690은 면부식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Inconel 601에 함유된 Al은 scale/ 속 계면에 농축되어 산소이온의 내부 

확산을 지하는 장벽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상의 Cr2O3는 효과 인 보호피막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산화막/ 속 계

면에서 속이온의 산화에 따른 응력 증가로 균열을 야기하 다.

  고온의 용융염에서 내식성에 미치는 요한 인자로는 합 에 포함되어 있

는 주요 구성성분으로서 Cr  Ni 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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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e-base 합

     Fe-base 합 들의 부식생성물은 부식의 시간과 온도에 계없이 

FeCr2O4, Cr2O3가 주된 상으로 나타났다.

  부식에 의한 무게 감소율은 모든 시편이 부식의 시간과 온도의 증가에 따

라 증가하 으며, 같은 조건에서의 무게 감소율은 Incoloy 800H < 316LN 

S.S < 321 S.S의 순으로 나타났다. 316LN S.S,와 321 S.S는 입계부식의 형

태를 나타내고 조 한 산화물이 박리됨으로 인해 부식에 의한 무게 감소율

이 크게 나타났으며, Incoloy 800H는 subscale 층의 속 망상구조의 형성으

로 인한 면부식의 형태를 나타내어 상 으로 무게 감소율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Incoloy 800H가 면부식을 나타낸 이유는 모재의 높은 Ni 함량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316LN S.S  321 S.S의 경우 부식시간의 증가에 따라 두께의 감소가 나

타났지만, Incoloy 800H의 경우 부식시간이 증가가 두께의 변화에 크게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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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우라늄 산화물의 기화학  속 환 특성평가

1. 기화학  속 환 기술에 한 검증실험

 가. 서론

    고온 용융염계를 이용한 표 인 속 환 기술은 미국의 ANL 연구

소에서 개발된 리튬공정으로[4,5], 650 ℃의 LiCl-Li 용융염계에서 산화물 핵

연료와 리튬 속과의 환원반응을 이용하여 우라늄, 루토늄, 귀 속원소를 

속으로 환하여 회수하고, 후속공정인 해정련 공정과 연계하여 산화물 

핵연료를 속핵연료주기로 재순환, 소멸처리 혹은 효율 인 처분을 한 

표 인 처리 공정이다. 리튬공정은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과정

에서 생성된 Li2O로 인해 우라늄과 TRU 산화물의 속 환율 하  일부 

희토류 산화물과의 반응에 의해 복합산화물 혹은 산염화물의 생성을 동반하

는 복잡한 반응 메카니즘을 나타낸다[6,7].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율 향상과 부반응을 억제하기 해서는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를 5.1 

wt% 이하로 유지해야 함을 기 발표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다[6]. 이와 같은 

제한된 반응조건에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 펠렛의 속 환은 약 40 시간이 

소요되고 속 환율이 상 으로 낮은 단 이 있다[26]. 한 화학반응 측

면이외에 공정 안 성  운 성 측면에서의 실용화를 해서는 선행 해결

되어야 할 문제 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 용융염을 이용한 속 환 공정의 실용화를 한 방

안으로 상기 에서 기술한 LiCl-Li 용융염계에서 직 여과 개념을 용한 

속 환 장치개념과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기화학  

속 환 기술 등에 해 다각 으로 검토하 다. 본 기화학  속 환 

기술은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과 Li2O의 기화

학  환원반응이 동시에 진행 가능한 에 착안하여 LiCl-Li 용융염계의 

속 환 공정과 Li 회수 공정을 통합한 독창 인 개념이다. LiCl-Li2O 용융염

계에서 기화학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된 리튬이온이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와 우라늄 산화물로 구성된 일체형 cathode 극에 착과 동시에 우라

늄 산화물과 반응하여 우라늄 속을 생성하는 반응 메카니즘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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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화학  속 환 기술의 공정 용성을 한 평

가와 더불어 기존 속 환 공정과의 비교평가를 한 기 자료의 확보 차

원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율  복합 용융염 매질에 따른 기화학

 특성평가, 속  세라믹 산화 극 성능평가 등의 연구항목에 해 

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 다.

 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기화학  속 환 반응의 

이론  고찰

  (1) LiCl-Li2O 용융염계에서 Li2O의 해반응 고찰

     650 ℃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Li2O는 (1)식과 같은 해반응에 의

해 리튬 속과 산소를 생성한다. Li2O의 해반응에서 하의 이동에 따른 

의 변화를 Nernst 식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2)식과 같고, 생성물인 리튬

속과 산소 기체를 표 상태로 간주하면 (3)식과 같이 간략화 할 수 있다.

                    Li2O → 2Li( l) + 
1
2
O2(g)                         (1)

                    E=E0-
RT
nF

ln (
a 2

Li a
1/2
O2

a Li2O )                        (2)

                    E=E 0+
RT
nF

lna Li2O
=E0+

RT
nF

lnγ Li2O
x Li2O           (3)

Activity(a)는 activity coefficient( γ)와 몰분율(x)의 곱으로 정의되며 상기 식

에서 E0와 activity coefficient는 독립 으로 결정될 수 없다. 기 상태를 순

수한 고체 Li2O라 하면 activity coefficient는 몰분율이 1인 경우 1로 고정되

며 E
0

는 (4)식을 이용하여 고체 Li2O의 표  생성 Gibbs 자유에 지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3)식의 γ는 Li2O 8.7 wt%(xLi2O = 0.1191)에서 8.4로 보고되

었다[11]. γLi2O는 온도와 조성의 함수이고, 조성에 해서 순수한 Li2O의 

activity coefficient는 1이어야 한다는 경계조건과 주어진 데이터에서 직선

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5)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ctivity 

coefficient는 주어진 온도 범 에서 온도에 무 한 것으로 가정하면 activity

는 몰 조성에 해 (6)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몰 조성과 질량 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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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O와 LiCl의 분자량을 각각 MLi2O, MLiCl이라 하면 (7)식과 같은 상 계를 

갖는다.

                   E0=-ΔG 0
m/nF=ΔG 0

f,Li2O/nF                       (4)

                   γ Li2O
=9.4005-8.4005x Li2O                           (5)

                   a Li2O=γ Li2Oㆍx Li2O=9.4005x Li2O-8.4005x2
Li2O       　  (6)

                   w Li2O
=

M Li2O
ㆍx Li2O

M Li2Oㆍx Li2O+M LiClㆍ(1-x Li2O)              (7)

  Fig. 3.124는 상기 식을 이용하여 605 ℃, 650 ℃  700 ℃ 조건에서 Li2O

의 activity에 따른 Li2O와 LiCl의 분해 압을 나타낸 것으로, Li2O의 분해

는 LiCl 용융염계의 Li2O activity에 따라 큰 향을 받는다. 특히 Li2O의 

activity가 낮은 조건에서 LiCl의 분해 에 도달하고, 궁극 으로는 양극에

서 염소 가스가 발생된다. 따라서 열역학  측면에서 LiCl의 분해반응을 억

제하기 해서는 LiCl 용융염 내의 Li2O 농도를 일정 조건 이상 유지해야 함

을 알 수 있다.

  (2) 화학  반응측면에서의 고찰

      LiCl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을 포함한 TRU 산화물은 (8)식과 같

이 리튬 속과의 반응에 의해 속으로 환된다.

      MxOy + 2yLi → xM + yLi2O  (M = Am, Cm, Np, Pu와 U)      (8)

  LiCl 용융염계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속도  속 환율은 LiCl 

용융염계에서의 Li2O 농도에 큰 향을 받는다. 특히 AmO2는 우선 3가의 

산화물로 환되고 속으로 환되는 반응 메카니즘을 나타내고 있다[11]. 

이와 같은 반응 메카니즘에서 3가 산화물이 속으로 환되기 해서는 

LiCl 용융염계의 Li2O의 한계분율은 650 ℃의 조건에서 0.046 이하로 유지되

어야 함을 이론 으로 제시하고 있다. 루토늄 산화물의 속 환 반응 메

카니즘은 더욱 복잡하여 3가, 2가의 산화물로 환된 다음 최종 으로 속

으로 환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간물질을 속으로 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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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4. Changes of Li2O and LiCl decomposition voltage

 with Li2O activity in LiCl molten salt.

해서는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상기 

속 환 반응식에서 산화물 핵연료 구성 원소의 Li2O에 한 향은 열역

학  계산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U3O8의 속 환 반응식에서 표  생성 

자유에 지는 (9)식으로 표 되고, 우라늄 산화물과 리튬 산화물들의 이상 

용액 2 성분계로 가정하면 (10)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ΔG =-RT ln

a 3
Ua

8
Li2O

a U3O8
a 16

Li

=-RT ln
a 8

Li2O

a U3O8

=-RT ln
γ 8

Li2O
x 8

Li2O

γ U3O8
x U3O8

   (9)

          ΔG = -RT ln
x

8
Li2O

1-x Li2O
                                  (10)

  650 ℃에서의 표  Gibbs 자유에 지 변화는 각 산화물들의 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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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bbs 에 지로부터 계산된다. 표  Gibbs 자유에 지 변화의 계산에서 문

헌의 데이터는 고체 상태에 해 알려져 있으며 상기 식에 필요한 데이터는 

액상의 반응 에 지이다. 그러나 순수한 액상과 고상의 열용량이 비슷하다면 

고체 상태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계산된 Gibbs 반응 에 지와 상기 식

을 이용하여 각각의 반응식에 해 계산된 산화리튬의 activity 값은 Table 

3.27과 같다. Table 3.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반응

에서 Li2O activity는 1을 나타내고, 우라늄 산화물은 Li2O 농도와 무 하게 

완 히 속 환이 가능함을 이론 으로 측할 수 있다. 그러나 Pu2O3와 

Am2O3 속 환 반응의 Li2O activity는 0.4로 LiCl 용융염계에서 Li2O 농도

에 한 향이 매우 크다. Li2O activity 0.4의 값은 약 3.3 wt%의 Li2O 농

도에 해당하며, 이는 루토늄과 아메리슘 산화물의 속 환을 한 Li2O의 

농도가 각각 3.1 wt%와 5.1 wt% 이하라는 기 발표된 제한조건과 거의 일치

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7]. 한 희토류 계열의 Nd2O3와 Ce2O3는 Li2O 농

도에 해 극히 제한된 조건으로 LiCl-Li 용융염계에서 거의 속 환이 불

가능한 것으로 측된다. 이와 같은 희토류 계열의 산화물은 LiCl 용융염계

의 Li2O 최 농도(≒ 3 wt%) 조건에서 LiREO2 혹은 REOCl 등과 같은 복합

산화물  산염화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iCl-Li 용융염계의 산

화물 핵연료 속 환 반응은 Li2O 농도의 제한  반응 조건으로 인해 환

율이 상 으로 낮은 단 이 있다. 그러나 기화학  속 환 반응은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는 기화학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차로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TRU  일부 희토류 산화물에 한 속 환

율은 상 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한 속 환 단계에서 생성된 

Li2O의 LiCl 용융염계로의 물질 달  용해속도는 매우 빠른 반면에, 

LiCl-Li 용융염계의 우라늄 속 pore에서 확산속도가 느림은 물론 다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  우라늄 속의 항층으로 인해 Li2O의 recycle 

rate는 매우 낮을 것으로 측된다. 이와 같은 속 환 반응 메카니즘이 지

배되는 경우에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Li2O의 recycle rate가 낮기 때

문에 반응식(8)의 양론비 보다 큰 과잉의 Li 속을 생성하는 Li2O의 공 이 

요구되고 일체형 cathode 극 우라늄 속층의 Li2O 농도는 매우 높을 것으

로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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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7. Activities of Lithium Oxide at 650 ℃ with Chemical Reactions

Reaction ΔG (kJ/g-mol) aLi2O

U3O8 + 16Li → 3U + 8Li2O -871.832 1

UO2 + 4Li → U + 2Li2O -28.656 0.977

Pu2O3 + 6Li → 2Pu + 3Li2O 18.800 0.4

Am2O3 + 6Li → 2Am + 3Li2O 23.180 0.4

Nd2O3 + 6Li → 2Nd + 3Li2O 119.885 0.006

Ce2O3 + 6Li → 2Ce + 3Li2O 101.525 0.012

La2O3 + 6Li → 2La + 3Li2O 97.706 0.014

Y2O3 + 6Li → 2Y + 3Li2O 191.331 0.00025

HfO2 + 4Li →Hf + 2Li2O 20.539 0.237

 다. 실험 장치  방법

  (1) 실험 장치

     본 실험장치는 Fig. 3.125, 3.126과 같이 항식 가열로, 2  반응기로 

구성된 속 환 반응 , 음극  양극 극, 아르곤 가스 공 장치로 구성된

다. 속 환 반응 은 내․외부 반응기 사이에 세라믹 도가니를 설치하여 

외부의 기  노이즈를 차단하도록 하 다. 특히 내부 반응기는 LiCl 용융염

계에서 비교  내부식 특성이 있는 스테인 스 스틸 304를 사용하 고, 흡수

성이 큰 LiCl와 Li2O는 불활성 분 기의 폐된 조건에서 내부 반응기로 공

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속 환 반응장치의 상단 부분에는 증

발된 LiCl의 응축과 반응기 냉각을 해 cooling jacket이 설치된다. 속 환 

cell은 다공성(pore size: 3㎛) 마그네시아 membrane, 우라늄 산화물  스테

인 스강 재질의 고체 극으로 구성된 일체형 음극 극, ø8 mm 백 튜 의 

양극  ø3 mm 백 의 기 극으로 구성된다. Fig. 3.126과 같이 양극 극

은 앙의 음극 극으로부터 40 mm 지 에 120
o 간격으로 3 개의 극을 설

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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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5. Experimental apparatus for electrolytic reduction of uranium

             oxide to uranium metal in LiCl-Li2O molten salt.

Fig. 3.126. Electrolytic reduction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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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환 cell의 상단 랜지에는 K type의 열 , 양극에서 발생된 산소 

가스를 외부로 동반 배출하기 한 아르곤 가스 공   배출 시스템과 반

응 단계에서 발생된 산소 농도를 측정하기 한 장치가 설치된다. 속 환 

cell은 반응종료 단계에서 생성된 우라늄 속의 산화 방지와 용융염으로부

터 열 와 음극, 양극 극을 폐 조건에서 분리가 가능한 connector를 사

용함으로써 기 요건(산소  수분의 농도 <10 ppm)의 불활성 분 기를 유

지하도록 하 다.

   (가) 일체형 음극 극

       일체형 음극 극은 Fig. 3.127과 같이 고체 극인 스테인 스강 과 

우라늄 산화물, 다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으로 구성된다. 음극 극은 실

험 용이성을 고려하여 일체형 개념을 도입하여 Fig. 3.127과 같이 우라늄 산

화물은 상단의 공 장치를 통해 다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과 고체 극 

사이에 주입되도록 하 고, 우라늄 산화물 충진 도는 2.8～2.9 g/cm3를 유지

하 다. ø6 mm의 스테인 스강 고체 극은 세라믹 튜 를 이용하여 외부 

반응기와의 통  방지  용융염으로부터 폐 조건에서 일체형 음극 극의 

분리성과 속 환 cell의 불활성 분 기 유지를 고려하여 특수 connector를 

사용하여 연결하 다. 그리고 고온의 LiCl 용융염계에서 고체 극과 다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과의 열팽창 계수 차를 고려하여 고체 극은 다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 면으로부터 5 mm의 간격을 두었다.

   (나) 양극 극

       양극 극은 LiCl 용융염계에서 내부식 특성과 산화 분 기의 양극 

환경에서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선정이 매우 제한 이다. 이런 물리  환경 

이외에 열역학  혹은 산화반응 측면에서 매우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NiO, SnO2  Fe3O4 등의 극은 재 개발 단계에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산화층 형성에 의한 항 증가 등의 단 이 있지만 백  재질의 극을 사

용하 다. Fig. 3.127과 같이 양극 극은 ø8 × 150 mm의 백  튜 와 스테

인 스강 conductor, 세라믹 보호 으로 구성된다. 특히 양극 극은 우라늄 

산화물이 속화됨에 따라 음극 극 면 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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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극 극 면 과 동일하게 하 다.

   (다) 기 극

       본 실험에서 양극 극의 산화층 생성으로 인한 항 변화와 음극

극의 극 면  변화, Li2O의 농도 변화로 인한 속 환 cell의  변화를 

정확히 찰하기 해서는 기 극이 요구된다. 기 발표문헌에서 LiCl 용융

염계에서는 Ag/AgCl의 기 극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용횟수의 제한과 마

그네시아 membrane 제작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용 으로 사용하기는 한계가 

있다[27].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을 고려하여 LiCl 용융염계에서 비교  안

정한 inert 속인 백  기 극을 사용하 다. Fig. 3.127과 같이 기 극

은 ø3 × 150 mm의 백  , 스테인 스강 conductor  세라믹 보호 으로 

구성된다.

Fig. 3.127. Cathode, anode and reference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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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험 방법

     내부 반응기에 충진된 LiCl은 상온, 300 ℃  650 ℃의 온도 조건에서 

불활성 가스인 아르곤 가스 충진   배출 과정을 통해 흡착 수분  수화

물을 완 히 제거하 다. 그리고 LiCl-Li2O 복합용융염은 650 ℃의 LiCl 용

융염에 직  일정량의 Li2O를 용해하여 제조하 다. 본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실험에서는 일정 류 혹은  공  mode, voltammetry mode 하

에서 와 류의 변화에 한 향을 고찰하 다. 기화학  반응 단계

에서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는 반응시간 5 시간 간격으로 1.5～2.0 g의 

용융염 시료를 샘 링하고, 페놀 탈 인 지시약과 0.1 N HCl 용액으로 

정하여 분석하 다[28]. 속 환이 완료된 음극 극은 우라늄 속의 재산

화를 방지하기 해 불활성 분 기로 유지되는 반응기 내부에서 일정 시간 

동안 냉각한 다음 반응기로부터 분리하여 회수하 다. 회수 우라늄 속의 

환율은 공기 분 기에서 산화에 의한 무게 증가율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라. 실험 결과  고찰

  (1) 일체형 음극 극  양극 극 재질에 한 비평가

   (가) 일체형 음극 극 형태와 재질에 한 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우라늄 산화물과 우라늄 속의 도 특성을 이

용한 일체형 개념의 음극 극은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과 Li2O의 기화

학  환원반응의 통합 반응 메카니즘  Li2O의 closed recycle 구 성 등의 

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 이는 우라늄 산화물의 기화학  속 환 

기술의 공정 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요소이다. 이와 같은 기 요건을 

만족하기 해서는 우라늄 산화물 분말 극의 구성과 기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리튬이온의 이동이 가능한 다공성 membrane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 

실험에서는 상기의 실험 조건 하에서 스테인 스강 재질의 속망(325 mesh)

과 비 도 특성이 있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을 상으로 음극 극 

재질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스테인 스강 속망으로 구성된 음극 극

은 속 자체의 도 특성으로 인해 환원된 부분의 리튬 속이 속망 외

부 표면에 착되는 상이 찰되었고, 음극 극의 우라늄 산화물 속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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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약 10 % 미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비 도 특성의 다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으로 구성된 음극 극의 속 환율은 99 % 이상을 나타내고, 

Fig. 3.128과 같이 순수 우라늄 속 환체를 회수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

는 Li2O의 기분해 반응에 의해 생성된 리튬 속 이온이 다공성 마그네시

아 membrane을 통해 고체 극에 착되고, 동시에 우라늄 산화물과 반응하

여 우라늄 속을 생성하며, 이 과정에서 생성된 Li2O는 LiCl 용융염계로 재

순환되는 이상 인 반응 메카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

를 통해 일체형 음극 극은 상기에서 기술한 환원반응의 통합화와 Li2O의 

closed recycle 구 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음극 극의 재질은 비 도 

특성 이외에 큰 향은 없는 것으로 단되나, 음극 극에서 우라늄 산화물

과 리튬 속과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Li2O의 물질 달 특성은 속 환율

과 Li2O의 closed recycle rate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Fig. 3.128. Porous magnesia membrane and U metal produced at cath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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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node 재질에 한 고찰

       본 실험에서는 Li2O의 기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산소이온의 높은 

산화 를 고려하여 산소이온을 CO 혹은 CO2로 배출하기 한 소모성 

극 재질인 graphite와 LiCl 용융염계의 양극 환경에 합한 백  재질의 양

극 극을 상으로 검증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는 Table 3.28에 요약, 

수록하 다. 상기의 실험 조건에서 graphite 재질의 양극 극은 LiCl 용융염

계에서 Li2O의 기분해 반응에 의해 생성된 산소이온과 반응하여 CO2 혹은 

CO를 생성함을 찰할 수 있었다. LiCl 용융염계에 잠긴 부 의 graphite 

극의 직경은 약 2 mm 감소하 다. 그러나 graphite 극에서 간 으로 리

튬 속 생성의 암시에도 불구하고 일체형 음극 극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양극에서 생성된 CO2와 LiCl 용융염계

의 Li2O와 반응하여 Li2CO3 생성에 기인함을 X-ray 회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Graphite 극은 부반응에 의해 생성된 CO2에 비례하여 Li2O가 

소모되기 때문에 Li2O의 closed recycle 구 이 불가능하 다. 그러나 백  

극은 graphite 극에 비해 셀의 는 약 1 V 상승하 으나, graphite 재

질과 달리 Li2CO3 생성 등의 부반응이 동반되지 않는 매우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백 극은 Fig. 3.129와 같이 산화 피막의 형성에 의해 약간의 

항이 증가하나,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측면에서는 매우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3.28. Experimental Results of Anode Materials

재  질 속 환율 (%) 실험 상

graphite 극 < 17%
 - Li2CO3 생성 부반응 동반

 - Cell : 1.47 V

백  극 > 99%

 - 공정 기 요건 충족

 - 산화층 형성

 - Cell : 2.47 V

백  도  티타늄 

극
≒ 0%

 - 백 도 층의 탈리와 anodic

   dissolution 상 발생

Fe3O4 세라믹

극
> 99%

 - 류농도와 속 환율 측면

   에서 가장 이상 인 성능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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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latinum coated   (b) Oxide layer of platinum       (c) Fe3O4

       electrode                 electrode                 electrode

Fig. 3.129. Anode electrode after electrolytic reduction.

  LiCl-Li2O 용융염계에서 Li2O의 활동도 계수가 0.1 이상인 조건에서 백  

도 층이 10 ㎛인 티타늄 재질의 극을 상으로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cell 는 반응시간 27 시간에도 불구하고 Li2O의 환원 에 훨씬 못 미

치는 약 -1.95 V를 나타내었다. 이는 기화학  환원 단계에서 백  도 의 

티타늄 극의 일부 anodic dissolution 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반응 후의 Li2O의 농도는 각각 1.7689와 1.7578 wt%로 기화학  환원반

응에서 소비된 Li2O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우라늄 산화물도 거

의 속으로 환되지 않았음을 열 량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반응 

종료후 Fig. 3.129와 같이 백  도  양극의 일부 도 층 탈리  티타늄 

속 자체의 anodic dissolution 상을 찰할 수 있었다.

  한 고온 용융염계에서 내부식성과 도 특성이 양호한 Fe3O4를 성형 소

결한 세라믹 극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세라믹 극은 내구성이 비교

 취약하지만, 류농도와 속 환율 측면에서 가장 이상 인 성능을 나타

내었다. 세라믹 극은 기화학  특성이 양호하나, 내구성  도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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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방안과 제조기술 개발이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2) 기화학  속 환 시스템의 환원  측정

     본 실험에서는 650 ℃의 LiCl 용융염계에서 도특성을 나타내는 UO2 

이외에 속 환율과 반응속도 측면에서 양호한 특성을 나타내는 U3O8를 

상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특히 UO2는 고온의 LiCl 용융염계에서 도특성

으로 인해 류효율 측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상되는 반면

에, U3O8는 환원된 리튬 속과의 환원반응 측면에서의 양호한 특성으로 인해 

Li2O의 closed recycle rate가 높을 것으로 상된다. 본 실험에서는 속

환 공정의 선행공정 확립 차원에서 우선 환원 , 류 도  속 환율 

등의 기  데이터를 확보하고, LiCl-Li2O-U3O8계, LiCl-Li2O-UO2계  

LiCl-Li2O계의 linear sweep voltammetry mode에서 환원   류 변화 

등의 찰을 통해 반응 메카니즘을 측하고자 하 다. 본 실험은 일체형 음

극 극의 우라늄 산화물의 층 높이를 고려하여 200 g의 LiCl 용융염과 3 

wt%의 Li2O 조건에서 각각의 용융염계에 한 환원 를 측정하 다. 

에 따른 류의 변화는 linear sweep voltammetry mode에서 찰하 고, 조

사속도는 0.139 mV/sec 조건에서 수행하 다.

   (가) LiCl-Li2O 용융염계의 환원

       Fig. 3.130은 650 ℃  LiCl-3 wt% Li2O 용융염계에서 환원 에 

따른 류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Li2O의 기분해가 시작되는 환원 는 

약 -2.45 ～ -2.47 V(음극 : -2.27 V) 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Li2O 환

원반응의 Gibbs free energy로 추정된 이론  환원 와 거의 유사하고, 기 

발표된 문헌에 보고된 값과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26]. -2.27 V 이상의 

음극  구간에서는 음극 의 증가에 따라 류는 격히 증가하고, 농도 

분극 상에 의한 한계 류 도는 나타내지 않고 있다. 특히 Li2O의 환원

 -2.27 V 이하의 구간에서는 음극 가 매우 심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LiCl 용융염계의 Li2O 이외에 다른 불순물 산화물 혹은 불순물 간체 

등 용질의 농도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9 V 구간까지는 이론

으로 류 변화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  480 mA의 류가 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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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0. Relationship between voltage and current in LiCl-3 wt% Li2O

           molten salt at 650 ℃, 0.139 mV/sec.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Table 3.29와 같이 반응기의 주요 부식 생성물

인 Fe, Ni 혹은 Cr 산화물의 환원  는 Fe2O3, Ni2O3 혹은 Cr2O3 등 

sesquioxide 형태의 부식생성물과 Li2O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간물질인 

LiFe(Ni, Cr)O2의 해반응에 의한 것으로 측된다. 한 -1.2 V  구간

에서부터 양극 극의 는 격히 감소함을 고려할 때, 본 구간에서는 부

식생성물의 해반응에 의해 양극 극에서 산소가 발생되는 반응이 진행됨

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를 고려할 때, -1.2 ～ -1.9 V의  

구간에서는 부식생성물의 환원 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나) LiCl-Li2O-U3O8 용융염계의 환원

       Fig. 3.131은 상기의 실험 조건에서 LiCl-Li2O-U3O8계의 에 따

른 류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LiCl-Li2O-U3O8 용융염계에서 용질인 Li2O

의 해반응의 환원 는 LiCl-Li2O 용융염계와 유사한 -2.45 ～ -2.47 V 

(음극 : -2.27 V)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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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 Relationship between voltage and current of LiCl-

                 3 wt% Li2O-U3O8 at 650 ℃, 0.139 mV/sec.

Table 3.29. Standard Free Energy of Reaction and Reduction Potentials

             at 650 ℃

Reaction △G (kcal/mol, 650℃) Reduction Potential (V)

 Li2O → 2Li + 1/2O2 113.80 -2.47

 Li2O + 2C → 2Li + CO 67.60 -1.47

 LiCl → Li + 1/2Cl2 79.90 -3.46

 Fe2O3 → 2Fe + 3/2O2 140.09 -1.01

 FeO → Fe + 1/2O2 50.90 -1.014

 Fe3O4 → 3Fe + 2O2 196.43 -1.065

 NiO → Ni + 1/2O2 37.74 -0.819

 Ni2O3 → 2Ni + 3/2O2 - -

 CrO → Cr + 1/2O2 - -

 Cr2O3 → 2Cr + 3/2O2 214.66 -1.546

 CrO2 → Cr + O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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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A 이상의 류 조건에서 U3O8의 속 환 반응은 LiCl 용융염계 Li2O

의 기분해에 의해 생성된 리튬 속이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에 여 

할 것으로 측된다. LiCl-Li2O-U3O8 용융염계에서는 부식생성물에 의한 

향 이외에 -1.5 ～ -2.27 V의  구간에서는 Fig. 3.131과 같이 의 증

가에 따라 류가 완만히 증가하는 상을 찰할 수 있다. 그러나 Fig. 

3.130과 같이 LiCl-Li2O 계의 에 따른 류변화 곡선은 -1.5 ～ -2.27 V

의 음극  구간에서 우라늄 산화물이 존재하는 상기의 계와 약간 다른 경

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5 ～ -2.27 V의 음극  구간에서 LiCl-Li2O

계는 약 70 mA의 류가 흐르는 반면에 우라늄 산화물이 존재하는 계는 최

 600 mA까지 흐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Fig. 3.132에서 -1.0 V 음극

 이상의 구간에서는 양극에서 산소가 발생되는 반응이 일정 반응속도로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로부터 0.6 A 이하의 류

공  조건에서는 상기에서 기술한 Li2O의 해반응에 의해 생성된 리튬 속

과 우라늄 산화물이 반응하여 우라늄 속을 생성하는 속 환 반응 이외

에, -1.5 ～ -2.27 V의  범 에서 비록 환원반응 속도는 느리지만, 우라

늄 산화물의 환원은 간물질 생성  해반응에 의해 우라늄 속으로 

환되는 2 단계의 반응 메카니즘에 의해 진행됨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로부터 LiCl-U3O8계의 일정 류모드 하에서 측되는 반응 메카니

즘을 규명하기 한 보완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의 한 결과는 다음 에 

기술하 다.

   (다) LiCl-Li2O-UO2 용융염계의 환원

       Fig. 3.133은 LiCl-Li2O-UO2 용융염계의 linear sweep voltammo- 

gram을 나타낸 것으로, LiCl-Li2O-U3O8 용융염계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로부터 우라늄 산화물의 기화학  속

환 반응은 공 류 조건에 따라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과 Li2O의 해

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통합 반응 메카니즘과 우라늄 산화물의 간물질 

생성  해에 의한 반응 메카니즘으로 진행됨을 나타내고 있다. 한 

linear sweep voltammetry 과정에서 산소 농도의 변화를 Fig. 3.133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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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 Changes of current and anode voltage with time in LiCl-

             3 wt% Li2O-U3O8 at 650 ℃, 0.139 mV/sec.

  Fig. 3.133. Relationship between voltage and current of LiCl-Li2O-UO2

              at 650 ℃, 0.139 mV/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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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에서 발생된 산소는 발생 시간과의 시간  지연요소가 있지만, -2.0 V 

구간에서 산소의 농도는 200 ppm에서 약 0.18 wt%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고 있다. 이는 LiCl 용융염계의 Li2O의 해 인 -2.47 V 보다 낮은 

에서 산소가 발생되는 반응이 계속 으로 진행됨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부식생성물에 의한 향보다는 LiCl-Li2O 용융염계의 voltammogram을 고려

할 때,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라늄 산화물은 간물질 생성  해

반응에 의해 속 환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한 Li-O2-UxOy 계에서 

우라늄 산화물과 리튬 속과의 반응에 의해 lithium uranate를 형성한다는 

기 발표논문에서도 상기의 반응 메카니즘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9,30].

  (3) Li2O 환원  이상 조건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특성

     LiCl-Li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반응속도는 shrinking 

core model이 용되는 을 고려할 때 LiCl 용융염계에서 펠렛보다는 분말 

형태의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이 속 환율과 반응속도 측면에서 유리

할 것으로 단된다. 사용후핵연료 펠렛의 분말화 방법은 고온의 과잉 공기 

분 기에서 U3O8 분말로 변환하는 방법과 물리  방법을 이용하여 강제 분

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UO2는 고온의 LiCl 용융염계에서 

도성으로 인한 속 환 cell의 류효율 측면에서, U3O8 분말은 리튬 속과

의 화학반응 측면에서 유리한 각각의 상반된 특성을 갖고 있다. 본 실험에서

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우라늄 산화물의 기화학  속 환성의 정량

 평가를 통한 선행공정 확립과 더불어 최종 으로는 기  속 환 공정

의 선정에 요구되는 기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 다. 본 실험은 다공성 마

그네시아 membrane, 우라늄 산화물, 고체 극으로 구성된 일체형 음극 극

의 가변  도 특성과 일정 두께를 가진 우라늄 산화물 층에서의 속 환 

반응을 고려하여, 다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에 충 된 우라늄 산화물 분

말의 부피를 기 으로 한 평균 류농도(average current concentration, 

A/cm
3) 개념을 용하여 실험 조건을 설정하 다. 반응온도와 Li2O의 농도

는 각각 650 ℃와 3 wt% 범 의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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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음극과 양극의 변화  속 환율 평가

       본 실험은 상기에서 기술한 실험방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의 류제어 모드 하에서 수행하 다. Fig. 3.134는 1.5 A의 일정 류제어 

모드 하에서 시간에 따른 음극, 양극  cell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3.134와 같이 1.5 A의 일정 류제어 모드 하에서 cell의 는 약 

-2.65 ～ -2.87 V를 나타내고, 해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cell 는 완만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론  에서 일체형 음극은 반응 기의 

비 도체인 U3O8의 속 환 반응이 차로 진행됨에 따라 극면 의 증가 

 항의 감소로 인해 음극 는 차로 감소할 것으로 단되나, 이로 인

한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찰되었다. 반면에 양극 는 반응시간 600 

분 시 부터 차로 상승하고, 반응종료 시 에는 약 0.37 V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cell 변화는 음극에 의한 향보다는 양극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Fig. 3.134. Changes of cathode, anode and cell voltage with time in LiCl-

           3 wt% Li2O-U3O8 at 1.5 A constant curren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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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Fig. 3.135와 같이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양극의 표면에서 산소와의 

반응에 의해 PtO 혹은 PtO2의 생성에 의한 항의 증가와 더불어 LiCl 용융

염계의 Li2O 농도 감소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반응이 종료된 다음, 다공

성 마그네시아 membrane 내의 우라늄 속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잔류 LiCl을 증류수  메탄올로 세척  건조하여 Fig. 3.135와 같은 분말 

상의 우라늄 속을 회수하고, 공기 분 기에서 산화에 의한 무게증가율 측

정 방법을 이용하여 속 환율을 측정하 다. 본 실험 조건에서 우라늄 산

화물의 속 환율은 약 99.98%를 나타내었고, 열 량 분석결과는 Fig. 3.136

과 같다. LiCl-Li2O 용융염계에서 기화학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된 리튬

속과 우라늄 산화물과의 환원반응에 의한 반응 메카니즘을 기 으로 본 

실험 조건의 공 된 류량과 우라늄 속 환율과의 상 계는 Table 3.30

과 같다. 상기의 반응조건은 U3O8의 속 환에 요구되는 리튬 속 이론량 

보다 약 27%의 리튬 속 과잉 생성 조건으로, U3O8의 속 환율은 99.98%

를 나타내었다. 동일한 조건에서 LiCl-Li 용융염계를 이용한 속 환 공정

의 속 환율 97.1%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Fig. 3.137은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공  류에 따른 cell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상기의 실험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공  류

에 따라 cell 는 Fig. 3.131의 류- 의 상 계와 거의 일치하여 약

간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Fig. 3.135. Oxide layer of platinum anode and uranium metal.



- 250 -

구   분       3U       +     4O2      →     U3O8

basis 1 g 0.17927 g 1.17927 g

mole 0.0042 0.0056 0.0014

이론  무게
증가율 (%) 17.927%

분석  결과
( 속 환율) 12.85 mg →

15.15 mg
(99.98%)

Fig. 3.136. TGA curve of uranium metal powder produced.

Table 3.30. U3O8 Conversion Rate in Electrolytic Reduction Experiments

U3O8 (g)
반응종료 시

(F/mol)

평균 류농도

(A/cm3)
속 환율 (%)

40
20.42

(이론량 : 16)
0.109 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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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7. Changes of cell voltage with time in LiCl-3 wt% Li2O-U3O8.

  모든 류공  조건에서 cell의 는 Li2O의 이론  환원  -2.47 V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반응 후반 단계에서는 

백  양극 산화층  Li2O의 농도 감소로 인해 cell 가 격히 상승하는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3.31은 LiCl-3 wt% Li2O 용융염계에서 

공  류에 따른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율을 나타낸 것으로 체로 0.5 

A와 2.0 A의 류공  조건 이외에는 속 환율이 99% 이상을 상회한다. 

0.5 A 류공  조건에서 U3O8 분말의 100% 속 환에 요구되는 리튬 속 

생성 이론  시간(2,349 분)과 실제 반응시간(2,400 분)을 고려할 때 78.3%의 

낮은 속 환율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 공  류 2.0 A의 조건에서 

LiCl 용융염계의 Li2O가 반응시간에 따라 선형  감소하고, 94%의 비교  

낮은 속 환율을 나타내는 것은 Li2O의 기분해 속도가 공 류에 비례

하여 증가하나,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속도가 리튬 속 농도의 증가에 

따라 선형 으로 증가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로부터 Li2O

의 기화학  환원반응과 속 환의 통합 반응속도는 일정 류공  범

에서는 공 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 A 

이상의 류공  조건에서 통합 반응속도의 율속단계는 일체형 음극의 우라

늄 산화물 속 환 반응임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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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 U3O8 Conversion Rate in Electrolytic Reduction Experiments

            in the Range of High Current

공 류 (A) U3O8 (g)
반응종료 시 *

(F/mol)

평균 류농도

(A/cm3)

속 환율 

(%)

2 40 19.97 0.145 93.80

1.5 40 20.42 0.109 99.98

1.2 40 19.95 0.087 98.3

0.8 40 26.44 0.058 99.99

0.5 40 15.37 0.036 78.3

 *이론량: 16 F/mol

   (나)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변화

       Fig. 3.138은 류 제어모드 하에서 반응시간에 따른 Li2O 농도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실선은 공  류량에 한 이론  Li2O 소모량을 나타낸 

것으로, 체로 Li2O 실제농도는 공 된 류량에 비례하여 감소하나 반응시

간 15 시간 이후에는 이론  소모량보다 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

다. 한 일체형 음극에 생성된 Li2O의 closed recycle에 한 구  가능성에 

한 평가를 해 상기 실험 조건의 반응종료 단계에서 류공 을 단하

고 LiCl 용융염계의 Li2O의 농도 변화를 찰하 다. Fig. 3.139는 정치시간

에 따른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정치시간에 따라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는 0.5431 wt%의 Li2O 기농도로부터 선형 으

로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로부터 일체형 음극에 축

된 Li2O의 closed recycle은 Fig. 3.140과 같은 일반 인 물질 달 메카니즘

에 의해 진행됨이 측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험결과를 토 로 반응시간 

15 시간 이후 Li2O가 이론량보다 덜 감소하는 이유는 일체형 음극에 생성된 

Li2O의 물질 달 상론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다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 

우라늄 산화물 층  고체 극으로 구성된 일체형 음극에서 기분해 반응에 

의해 생성된 리튬 속 이온은 다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을 통해 우라늄 

산화층 혹은 고체 극에 착되고, 동시에 우라늄 산화물과의 속 환 반응

에 의해 Li2O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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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8. Changes of Li2O concentration with time in a LiCl molten salt.

Time (hr)

0 1 2 3 4 5 6

Li
2O

 c
on

ce
nt

ra
tio

n 
(w

t%
) i

n 
Li

C
l

0.5

0.6

0.7

0.8

0.9

1.0

Fig. 3.139. Changes of Li2O concentration in a LiCl molten salt

                after the electrolytic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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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0. Li2O closed recycle mechanism from integrated

                   cathode assembly.

  기 발표된 문헌에서 LiCl-Li 용융염계에서 속 환된 우라늄 속으로부

터 Li2O의 확산속도는 속 환 반응속도를 지배하는 율속단계로, 확산계수

는 2.7×10
-4 cm2/sec 임을 제시한 바 있다. 한 LiCl-Li 용융염계의 속

환 단계에서 생성된 Li2O는 상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라늄 속의 pore

에서 확산속도가 느린 반면에 LiCl 용융염계로의 물질 달  용해속도는 매

우 빠르고 물질 달 과정이 비교  단순하다. 반면에 일체형 음극에서 우라

늄 산화물 혹은 우라늄 속은 LiCl 용융염에 단지 젖은 정도의 상태로 존재

하기 때문에, 우라늄 산화물 혹은 우라늄 속 층의 Li2O는 일반 인 물질

달 메카니즘에 의해 LiCl 용융염계로 물질 달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측된다. 따라서 생성된 Li2O의 부분은 우라늄 산화물 혹은 속층에 결

정 형태로 존재하고, LiCl 용융염계로 재순환되는 Li2O는 우라늄 산화물 혹

은 우라늄 속의 외부 표면에 생성된 일부 Li2O일 것으로 상된다. 한 

일체형 음극 U3O8 분말의 비 도 특성으로 인해 반응 기에 생성된 리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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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이온은 심 부분의 고체 극에 착됨과 동시에 속 환 반응이 진행

될 것으로 측된다. 이로 인해 속 환 반응은 고체 극의 인  우라늄 산

화물 층으로부터 차 외부로 속 환 반응이 진행되고, Li2O도 상기와 같

은 메카니즘에 의해서 우라늄 산화물 혹은 우라늄 속의 내부로부터 축

될 것으로 단된다. Fig. 3.138과 같이 반응시간 15 시간 부근에서 다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 내부의 표면에 생성된 소량의 Li2O가 일체형 음극으

로부터 LiCl 용융염계로 물질 달 됨을 나타내고 있다. 우라늄 산화물 혹은 

우라늄 속 내부에 생성된 Li2O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결정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반 인 물질 달 메카니즘에 의해 물질 달되

는 Li2O의 양은 매우 을 것으로 측된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로부터 Li2O

의 closed recycle rate의 향상을 해서는 일체형 cathode의 우라늄 산화물 

층 두께를 가능한 얇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Fig. 3.138에서 반응시간 5 시간과 10 시간에서 Li2O 농도는 공 된 

류에 비례하여 소모된 Li2O 이론량 보다 더 감소하는 상을 나타내고 있

다. 스테인 스 스틸 304 재질의 내부 반응기는 Fe2O3, Ni2O3  Cr2O3 등의 

sesquioxide 형태의 부식층을 생성하고, 이들 부식생성물은 LiCl 용융염계의 

Li2O와 반응하여 LiFe(Ni, Cr)O2를 생성함을 X-ray 회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LiCl 용융염계의 Li2O가 이론량 보다 더 감소하는 것은 

LiFe(Ni, Cr)O2 생성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양극 와 Li2O 농도와의 상 계

       모든 공 류 조건에서 양극 는 Fig. 3.141과 같이 반응 반 단

계부터 완만히 증가하고 반응 후반 단계에서 격히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은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백  양극 표면의 PtO 

혹은 PtO2 등의 산화층 형성에 의한 항 증가와 Li2O의 activity 감소에 의

한 것으로 단된다. Fig. 3.141과 같이 양극의 가 격히 상승하는 시

은 Li2O 농도가 0.4～0.5 wt% 이하의 범 에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양극의 산화층 형성과 Li2O 농도에 의한 양극  변화의 향

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한 보완실험이 향후 요구된다. 반응 기에는 음

극에 한 양극 면 의 비는 약 1을 유지하나, 반응이 차로 진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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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 Relationship between anode potential and Li2O concentration

            in LiCl molten salt at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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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이 있는 우라늄 속의 생성으로 인해 음극의 극 면 은 반응시간

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Fig. 3.134의 chronopotentiogram에

서 음극은 일정한 를 유지하는 반면에 양극의 는 반응시간 600 분

부터 차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양극의 는 양극에 한 음

극 면 비의 증가로 인해 반응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측된다. 이와 

같은 특성은 cell 의 증가를 유발하며 우라늄 산화물이 완 히 속으로 

환되기 에 LiCl 용융염의 분해 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화학  속 환 cell의 양극 면 은 셀의 기화학  특성에 큰 향을 

미치는 설계변수이며, 궁극 으로는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율에 큰 향

을 미치는 실험변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실험  상으로는 반응

단계에서 cell의 가 2.8 V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Fig. 3.142와 같이 용

융염 경계면에 한 백  극 부 에 심한 부식 상이 발생되고, 백  

극의 단락 상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는 LiCl 용융염계 액 에 부유된 

부식생성물 혹은 과 류조건에서 LiCl 용융염계 액 에 부유된 과잉 리튬

속과 백  극과의 산화반응에 의한 것으로 측된다. 이와 같은 상을 방

지하기 해서는 한 공 류  cell  제어가 필수 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험방법 측면으로는 상기와 같이 cell  증가를 방지하면서 

최  속 환율과 Li2O의 closed recycle rate를 얻기 한 방안으로 일정시

간 단계로 류공   류를 차단(Li2O의 물질 달 단계)하는 운 방법을 

고려할 여지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라) 일체형 cathode 극의 U3O8 층 두께에 따른 속 환 특성

       본 실험은 일체형 음극의 U3O8 층 두께가 Li2O의 closed recycle  

속 환율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동일한 실험 조건의 1.5 A의 류

제어 모드 하에서 Fig. 3.143과 같이 U3O8 층 두께가 각각 6 mm와 12 mm

인 일체형 음극에 해 평가하 다. Fig. 3.144는 시간에 따른 음극과 양극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음극의 는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낸다. 

반면에 U3O8 층의 두께가 12 mm인 양극의 는 반응시간 15 시간 시 부

터 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상기의 실험결과와 같이 Li2O 

농도에 의한 향으로 단된다. 즉 일체형 음극의 U3O8 층 두께 증가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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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2. Corrosion of platinum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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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3. Integrated cathod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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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4. Effect of cathode and anode potential with U3O8 layer

             in a LiCl-Li2O molten salt.

closed recycle되는 Li2O 량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로부터 일체형 음극에서의 Li2O의 물질 달에 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U3O8 층 두께인 것으로 측되고, Li2O의 closed recycle rate  

속 환율 향상을 해서는 일체형 음극의 U3O8의 층 두께를 가능한 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실험결과로부터 일체형 cathode U3O8의 층 

두께의 증가는 Li2O closed recycle rate 감소와 더불어 속 환체의 Li2O 

함량 증가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음극 의 상승  반응 지속의 한계로 

인해 높은 속 환율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단된다. 본 실험의 각각의 

조건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율은 99.7%와 89.63%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우라늄 산화물의 기화학  속 환반응 메카니즘이 정확히 규명되

면 이를 기 으로 일체형 음극의 U3O8 층 두께가 속 환율과 Li2O closed 

recycle rate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평가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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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반응 메카니즘 고찰

        0.5 A 이상의 chronopotentiometry mode 하에서 cell 는 Li2O의 

이론  환원 (-2.47 V)의 이상인 2.584 V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체로 

반응시간에 따라 Li2O의 실제 농도는 이론  감소량과 비례하여 변화하고, 

반응시간 15 시간 이후에는 일체형 음극에 축 된 Li2O가 LiCl 용융염계로 

일부 물질 달되는 상을 찰할 수 있었으나, recycle rate는 매우 낮았다. 

양극의 는 체로 반응 간 단계에서부터 완만히 증가하는 상을 나타

내고, Li2O 최종농도가 0.4～0.5 wt%인 반응종료 단계에서는 격히 상승하

는 결과를 동반한다. 이와 같은 상은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 감소와 

백  음극의 산화층 형성에 의한 것으로 찰되었다. 0.5～2.0 A 미만의 조

건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기화학  속 환 반응속도는 공 류에 비례

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 A 이상의 류공  조건에

서 Li2O의 해속도는 공 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기화학  속 환 반응속도의 율속단계는 일체형 음극의 U3O8 속 환 반

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일부 회수된 일체형 음극 물질의 X-ray 회

분석 결과, 일체형 음극은 우라늄 속, LiCl  Li2O로 구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를 토 로, 0.5 A 이상의 류공 에서는 

다음과 같이 Li2O 해반응에 의해 리튬 속의 생성과 동시에 우라늄 산화

물과 반응하여 속 환되는 통합 반응 메카니즘을 나타낸다.

     (반응메카니즘 Ⅰ)

     yLi2O → 2yLi
+
 + yO

2-

     2yLi+ + 2ye- → 2yLi

     yO2- → 
y
2
O2+ 2ye- 

     UxOy + 2yLi
 
→ xU + yLi2O

  (4) Li2O 환원  이하 조건에서의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특성

   (가) 극 변화  속 환율 평가

        LiCl-U3O8(혹은 UO2)-Li2O 용융염계의 voltammogram은 Li2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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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반응과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통합 반응 메

카니즘 이외에 다른 반응 메카니즘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0.5 A 

이상의 조건에서는 통합 반응 메카니즘에 의해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나,  류 공 조건(0.5 A 미만)에서는 통합 반응 메

카니즘과는 근본 으로 다른 극  변화와 Li2O의 농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다양한 반응 메카니즘의 가능성에 한 실험  검증과 

더불어 공정 운 성  반응성 측면에서의 검토를 해  류공  조건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Fig. 3.145는 0.4 A와 0.5 A의 일정 류제어 모드 하에서 반응시간에 따

른 cell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반응시간 기 단계에서 0.4 A와 0.5 A 

실험 조건의 cell 는 각각 2.5920 V와 2.6138 V를 나타내고,  차는 

약 0.0218 V에 불과하 다. cell  변화 측면에서 0.5 A 실험 조건은 반응

시간 45 시간부터 cell 가 격히 감소하는 반면에 0.4 A 실험은 반응시

간 60 시간까지 거의 일정한 를 유지하고 있다. 한 양극 도 cell의 

와 동일한 변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0.4 A 실험 조건에서는 반응종료 

시간 시 에서 약 0.04 V의 양극  증가 이외에는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

지하는 반면에 0.5 A 실험 조건에서는  반응 구간에 걸쳐 큰 변화가 동반

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양극  변화 특성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산화층 형성 혹은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의 감소에 의한 향만으

로 양 실험결과의 해석은 불가능하다. 특히 0.4 A 실험 조건에서  반응 구

간에 걸쳐 약 0.2 V 양극 의 유지는 백  극의 산화층 형성에도 불구

하고, 양극에서 산소가 발생하는 반응( O
2-

 → 1/2O2+2e
-)이 일정한 반응속

도로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3.32와 같이 반응종료 시

간을 기 으로 공  류량은 각각 23.56 F와 19.63 F로 큰 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ell  양극  변화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Fig. 3.131의 -1.5 ～ 

-2.27 V(음극  기 )  구간의 voltammogram과 이와 같은 실험결과

는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과 Li2O의 해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통합 

반응 메카니즘 이외에 다른 반응 메카니즘에 의한 진행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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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5. Changes of cell and anode potential with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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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 U3O8 Conversion Rate in Electrolytic Reduction Experiments

              in the Range of Low Current

공 류 (A) U3O8 (g)
반응종료 시

(F/mol)

평균 류농도

(A/cm3)

속 환율 

(%)

0.5 40
19.63

(이론량 : 16)
0.036 80.90

0.4 40 23.56 0.029 99.99

  Fig. 3.145의 하단부 그림은 2.8～1.8 V 의 제한된 구간에서 cell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0.4 A 실험에서 반응시간 24 시간부터는 2.5920 

V의 거의 일정한 를 유지하고 있다. 즉 이 구간에서의 분해 를 갖는 

미상물질의 해반응이 매우 느린 속도로 계속 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

하고 있다. 상기의 실험결과에서 Li2O 해반응의 특성이 아닌 것은 확실하

며, 본 system에서 가능성이 있는 간물질은 리튬 속과 우라늄 산화물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lithium uranate이다. 한 반응시간 50 시간부터 간

물질의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cell과 음극의 도 완만하게 변화하기 시작

하고, 간물질의 농도가 거의 없는 단계로 추정되는 반응시간 66 시간부터

는 격하게 가 변화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을 종합하면 

cell  변화 측면에서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리튬 속 이온과 우

라늄 산화물의 반응에 의해 간물질이 생성되고, 이 간물질의 환원 는 

약 -2.5920 V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양극  측면에서 간물질의 

해반응은 산소를 발생하는 반응 메카니즘을 나타내고, 이들 해반응 속도는 

매우 느린 것으로 측된다. Table 3.32는 양 실험의 조건을 나타낸 것으로, 

0.5 A의 실험은 리튬 속 생성 기 으로 우라늄 산화물의 완  속 환에 

요구되는 류량보다 약 23% 과잉인 19.63 F의 류공 량 조건에서조차 

80.9%의 속 환율 밖에 얻을 수 없었다. Fig. 3.145에서 최종 cell 는 

3.2934 V로 반응시간을 지속하면, LiCl 용융염의 분해 인 -3.46 V에 도달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로부터 반응시간을 지속하더라도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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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공 류 조건에서는 높은 속 환율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0.4 A 실험조건에서는 75 시간의 긴 반응시간이 요구되지만 

99.99%의 높은 속 환율을 얻을 수 있었다. 한 실험  상의 찰결과, 

Fig. 3.146과 같이 반응종료 후 일체형 음극으로부터 우라늄 속 회수 단계

의 증류수 세척 과정에서 고 류공  조건에서는 찰하지 못한 리튬 속

에 의해 다량의 수소 가스가 발생하는 상을 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은 과잉의 리튬 속 생성보다는 간생성물의 해 과정에서 리튬 속

이 발생되고 자발  순환이 이루어짐을 암시한다. 고 류공  조건에서는 

아주 소량의 수소 가스가 발생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세척수는 Li2O 함량

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Cell  음극  변화 이외에 우라늄 속의 회수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반응 메카니즘을 나타내는 상을 찰할 수 있었다.

   (나)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 변화

       Fig. 3.147은 0.4 A와 0.5 A 류공  조건에서 반응시간에 따른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본 실험은 상기에서 기술

한 cell  양극의  변화와 더불어 Li2O의 소모속도 역시 큰 차이를 나

타내고 있다. 

    

Fig. 3.146. The formation of H2 gas bubble during the uranium metal

             washing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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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7. Changes of Li2O concentration in a LiCl molten salt with time.

  0.5 A 실험 조건에서는 반응시간 20시간을 기 으로 서로 다른 농도 변화

가 찰되고 있다. 체로 반응시간 20시간 이 에는 공 류에 비례하여 

Li2O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에 반응시간 20시간 이후에는 

이론  Li2O 소모량 보다 게 감소하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일정한 구배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은 Li2O의 소모 속도와 시간

과의 선형  계를 고려할 때, 기화학  환원반응 특성에 의한 것보다는 

Li2O의 물질 달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즉 반응시간에 따른 일체형 음극

으로부터 LiCl 용융염으로 물질 달되는 Li2O의 량은 거의 등함을 나

타내고 있다. 그리고 반응시간 50시간에서 Li2O 최종농도는 0.1930 wt%로, 

낮은 속 환율에도 불구하고 LiCl 용융염의 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반응시

간의 지속이 불가능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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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A 실험 조건에서도 반응시간 25시간을 기 으로 서로 다른 Li2O의 소

모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반응시간 25시간 이 의 Li2O의 소모속도는 체

로 2.07×10-6 mol/sec의 이론  소모 속도와 거의 일치한 결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반응시간 25시간 이후에는 거의 일정한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3.147에서 cell 는 반응시간 24시간 시  부근에 2.5920 V에 도달하고 그 

이후는 거의 일정한 를 유지한다. 이 반응시 에서부터 Li2O의 농도도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응시간 25시간  단계는 Li2O의 해

반응에 의해 생성된 리튬 속 이온이 우라늄 산화물과 반응하여 lithium 

uranate의 간물질을 생성하는 단계로 추정된다. 이 단계는 LiCl 용융염계

의 Li2O가 계속 으로 소비되는 단계로 실제로 측정된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 변화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반응시간 25시간 부근에

서 cell 는 2.5920 V에 도달하며, 이 시  이후에는 Fig. 3.147과 같이 

Li2O의 농도는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단계에 공 된 류는 

Li2O의 해반응이 아닌 리튬 속과 우라늄 산화물과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간물질의 해반응에 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우라늄 산화물은 

Fig. 3.148과 같이 LiCl 용융염계의 산소 분압과 리튬 속의 분압 조건에 따

라 다양한 형태의 lithium uranate로 변환됨을 기 발표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일체형 cathode에서의 기화학  속 환 반응은 

LiCl-Li2O-Li+-O2- 시스템으로 구성된 상이며 기 발표문헌의 상과 거의 일치

한다[29,30]. 한 극의  변화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라늄 속과 산

소, 리튬 속을 생성하는 간물질은 화학구조상 lithium uranate 물질 이외

의 다른 간물질은 없는 것으로 단된다. 지 까지의 실험결과로부터 본 

기화학  cell에서 lithium uranate의 분해 는 -2.5920 V이고, 40 g의 

U3O8로부터 생성된 lithium uranate의 해에는 약 35～40 시간이 소요됨을 

나타내고 있다. 기화학  속 환 반응 측면에서 간물질의 생성반응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리튬 속의 생성속도에 좌우되는 반면에 해반

응은 cell의 와 한 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해반응 

속도 향상을 해서는 -2.5920 V의 cell 를 유지하면서 류 도를 최

로 증가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0.4 A 실험 

조건의 Li2O 최종농도는 0.9105 wt%로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 감소로 



- 267 -

인한 anode 극의 용융염 계면 부 에서 부식   증가 상이 동반되

지 않는 매우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0.5 A 실험 조건은 상

으로 최종 Li2O의 농도는 0.1930 wt%로 매우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응

종료 단계에서 Li2O의 낮은 농도는 극의  증가와 양극의 부식 가속화

로 인해 기화학  속 환 반응의 지속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높은 

속 환율을 얻을 수 없었다. 본 반응 메카니즘은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과 Li2O의 해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통합 반응 메카니즘에서 제시된 

Li2O의 낮은 recycle rate  양극의 부식성, 류농도 향상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본 반응 메카니즘을 용한 기화학  

속 환 기술의 공정 용성 향상을 해서는 첫째 양극 극 면 의 최

화와 더불어 반응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실히 요구된다.

Fig. 3.148. Li-U-O ternary equilibrium diagram at 95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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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반응 메카니즘 고찰

       본 실험에서는 LiCl-Li2O-U3O8(UO2) 용융염계의 linear sweep vol- 

tammogram과 chronopotentiogram의 극  변화,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 변화 등 실험  상의 분석을 통해, 우라늄 산화물의 기화학  속

환 반응은 다양한 반응 메카니즘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에서 기술한 0.5 A 이상의 류공  조건에서 LiCl 용융염계의 Li2O 해반

응은 속 환 반응을 지배하고, 이의 반응 메카니즘은 극  변화, 속

환 속도와 환율에 큰 향을 나타냄을 실험  상을 통해 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 A 이상의 류공  조건에서는 Li2O의 해반응에 한 

한계 류 도(～2.0 A)의 제한 요건이 없는 반면에 일체형 음극의 우라늄 

산화물 속 환 반응이 율속단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류공  

조건에서는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과 Li2O의 기화학  환원반응이 동

시에 진행되는 단순한 통합 반응 메카니즘이 아닌 리튬 속 이온과 우라늄 

산화물과의 반응에 의한 간물질 생성  해반응이 연속으로 진행되는 

반응 메카니즘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실험  상을 요약 정리하면 

Table 3.33과 같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의 해석을 통해 기화학  속 환 

반응의 메카니즘은 cell의 를 기 으로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5920 V의 cell  이하에서는 리튬 속 이온과 우라늄 산

화물과의 반응에 의해 lithium uranate의 생성  해반응이 연속해서 진행

되는 반응 메카니즘을 나타내고 있다. -2.5920 V의 분해 를 갖는 lithium 

uranate는 우라늄 속, 산소  리튬 속 이온으로 해되며, 이 과정에서 

생성된 리튬 속 이온은 다시 lithium uranate 생성반응 단계로 재순환되는 

아래와 같은 반응 메카니즘을 나타내고 있다. Lithium uranate의 해반응과 

Li2O의 환원반응의 차는 약 0.0218 V로 본 반응 메카니즘의 반응 조건

의 제어는 매우 어렵다. 해 단계에서 -2.5920 V 이상의  조건에서는 

Li2O의 해반응이 지배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궁극 으로는 극 의 상

승과 더불어 Li2O의 농도 감소로 인해 속 환 반응의 계속 인 지속이 어

려운 반응 환경에 도달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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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메카니즘 Ⅱ)

     yLi2O → 2yLi
+
 + yO

2-

     UxOy + ze- + zLi+ → LizUxOy

     LizUxOy + (2y-z)e
-
 + (2y-z)Li

+
 → xU + 2yLi

+
 + yO

2-

     (총 반응) UxOy + 2ye
-
 → xU + yO

2-

Table 3.33. Analysis of Experimental Phenomena with Current

비교 항목
실 험 조 건

0.5 A 0.4 A

 Cell ・2.6138 V ・2.5920 V

 Cell

변화

・반응시간 45 시간에서

  격히 감소

・Li2O 농도감소  산화층

  형성으로 인해 변화

・반응시간 68 시간에서

  약간 감소

・ 간물질의 해과정에서

  는 거의 일정한  유지

 Li2O

농도변화

・반응시간 15시간 이 :

  이론  Li2O 소모량과

  거의 일치

・반응시간 15시간 이후:

  이론  Li2O 감소량보다

  0.01～0.018 wt% 덜 감소

  (Li2O 물질 달)

・반응시간 25 시간부터

  일정한 Li2O 농도 유지

・ 간물질 생성 단계에서는

  이론  Li2O소모량과 일치

・ 간물질 해 단계에서는

  일정한 Li2O 농도 유지

 Li2O

최종농도
・0.1930 wt% ・0.9105 wt%

양극  변화

・반응시간 45 시간에

  격히 상승

・Li2O 농도 감소에 기인

・반응시간 70 시간에 약간

  상승

・ 간물질 소모에 기인

 일체형 음극

 조성

・Li 농도가 매우 낮음

・Li2O 농도가 매우 높음
・Li 농도가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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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간생성물 생성  해반응에 한 고찰

    ① 간물질 생성 단계에 한 고찰

       간물질의 생성 단계는 리튬 속 이온과 우라늄 산화물과의 반응에 

의해 lithium uranate가 생성되는 단계로, LiCl 용융염계의 Li2O가 계속 소비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반응 메카니즘을 결정하는 핵심 단계로 cell 

에 큰 향을 받는다. Lithium uranate 생성  해반응의 메카니즘은 상기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류농도  Li2O recycle rate 향상, 최종 우라늄 

속의 Li2O 함량 감소 등의 반응성 측면 이외에 반응기 부피 감소  후속공

정인 smelting 공정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큰 장 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실

험에서는 반응 메카니즘에 따른 반응성  공정 측면에서 장 의 제고를 

해 lithium uranate 생성  해반응 메카니즘에 한 정량 인 평가를 

한 실험을 수행하 다.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기화학  

속 환 반응은 cell 에 따라 반응 메카니즘이 크게 다른 상을 나타

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류농도와 Li2O 농도 변수가 간물질의 생성  

해반응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해 각각의 단계를 구분하여 

고찰하 다.

  Fig. 3.149는 LiCl-3 wt% Li2O 용융염계의 0.3 A 실험 조건에서 간물질 

생성 단계인 반응 기의 cell  변화  Li2O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0.4 A 실험 조건과 비교하여 Li2O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 은 약간 

차이가 난다. 본 실험에서는 약 30 시간의 반응시간 시 부터 Li2O 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간물질의 생성 반응시간은 

공 류와 선형  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상기의 반응시간을 기 으

로 소모된 리튬 속 이온량을 단순 비교하면 0.358 mol과 0.335 mol로 거의 

유사한 리튬 속 이온 소모량을 나타낸다. LiCl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

의 특성과 소모된 리튬 속 이온 mole수를 기 으로, 생성된 lithium uranate

는 Li과 U 원소의 mole 비가 약 2.3～2.5인 lithium uranate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 까지의 실험결과를 고려하면 간물질의 반응속도는 매우 느린 것

으로 추정되며, 단지 류농도의 증가에 의해서 간물질의 생성속도의 증가

를 기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Fig. 3.150은 상기 실험조건에 한 음극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양 실험 조건에서 비록 기 Li2O 농도는 1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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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9. Changes of cell potential and Li2O concentration with time

             at 0.3 A.

 

Fig. 3.150. Changes of cathode potential and Li2O concentration

             with time at 0.3 A and 0.4 A.



- 272 -

차가 나지만, 간물질의 생성이 완료되는 시 에서의 음극 는 약 2.39 V

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단계는 양극 에 한 향이 

매우 민감하게 나타내며, 이는 으로 양극에서의 산소발생 반응과 한 

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류농도가 증가할수록 양극 는 낮게 

나타내고 궁극 으로는 cell의 가 낮게 유지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 간물질 생성 단계에서 반응시간이 15 시간을 제외하고 30 시간  

45 반응시간에 해서는 후속의 해 단계에서 모두 99.99% 이상의 속

환율을 나타내었다. 다만 간물질의 생성시간이 15 시간인 경우의 속 환

율은 약 63.8%를 나타내었다. 이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간생성물의 

완료 시 은 극  변화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단된다. Fig. 3.149에

서 반응시간 30 시간 이후는 간물질 해반응 단계로 추정되며, 향후 최  

조건의 도출을 해서는 간물질의 생성이 완료되는 시 에서부터 공  

류 조건을 증가하여 간물질의 해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간물질의 생성 단계에서 최  조건인 0.4 A의 

실험 조건을 고려할 때, 본 반응 메카니즘에 의한 체 반응시간은 약 35～

40 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② 간물질 해 단계

       간물질 생성반응은 LiCl-3wt% Li2O 용융염계  0.3 A 실험 조건

에서 약 30 시간이 소요되고, 공 된 류와 선형  계를 나타낸다. 물론 

해 단계에서 분해된 리튬 속은 자발 인 재순환 과정을 거쳐 일부 간

물질이 생성되지만 속 환율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핵심 단계는 간

물질 생성 단계로 추정된다. 본 에서는 간물질의 해반응에 한 

의 향을 고찰하고, 최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 다. 우선 해반응시

간의 최 화를 해 공 류를 높이고, 극 의 변화와 Li2O 농도 변화

를 통해 해반응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고자 하 다.

  Fig. 3.151은 0.4 A와 0.6 A의 해 단계에서 음극 와 Li2O 농도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0.6 A 실험 조건은 간물질 생성 단계의 0.3 A에서 0.6 

A로 승 류한 것으로 간물질 생성 단계인 반응시간 30 시간에서 음극

는 -2.3801 V로 0.4 A의 실험 조건과 비교하여 약 -0.0123 V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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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1. Changes of cathode potential and Li2O concentration with time.

차이가 나지 않는다. 0.3 A의 실험 조건에서 간물질 생성은 반응시간 30 

시간에서 거의 완료된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기 으로 0.4 A 실험 조

건에서 40 g의 우라늄 산화물로부터 생성된 lithium uranate의 해반응은 

약 35 시간이 소요됨을 나타내고 있다. 0.3 A와 0.4 A 실험 조건에서 Li2O의 

농도는 각각 30 시간과 25 시간부터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조건에서의 는 lithium uranate의 분해 와 거의 일치할 것으로 추정

되며, 이를 기 으로 추정된 lithium uranate의 분해 는 약 -2.3829 ～ 

-2.4016 V(음극  기 )  구간일 것으로 측된다. 그러나 0.6 A로 승 

류된 시 부터 Li2O의 농도는 계속 으로 감속하고, 반응후반 단계에서는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과 

Li2O 기화학  환원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통합 반응 메카니즘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단계에서 음극 는 약 -2.4323 V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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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hium uranate 환원 (-2.3829 ～ -2.4016 V)와 -0.0307 ～ -0.0494 V 차

이임에도 불구하고, 반응 메카니즘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조건에서

는 공 류에 비례한 이론  Li2O의 감소량은 반응시간 5 시간을 기 으로 

0.324 wt%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소량은 약 0.2 wt%를 나타내고 있다. 

Li2O와 lithium uranate의 해반응이 경쟁하는 단계로 고 류공  조건일

수록 Li2O의 기화학  반응이 지배하는 것은 상기의 실험결과를 고려할 

때 자명한 일이다. 반응시간 5 시간의 기 으로 공 된 류량은 10,800 

coulomb으로, Li2O와 lithium uranate의 해반응에 소비된 류량은 각각 

6,750과 4,050 coulomb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lithium uranate 해

반응의 특성은 궁극 으로 장시간의 반응시간 소요로 인해 큰 제약요소가 

될 것으로 단되며, 향후 기화학  속 환 cell은 최  류 도가 수용

될 수 있는 설계기 을 만족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단지 한정된 류 도 

조건에서 공 류 증가에 의한 방법으로는 상기와 같은 결과로 인해 공정 

운 성 측면에서 매우 불리할 것으로 단된다. 해반응 완료시 을 기 으

로 Li2O 최종 농도는 0.4 A와 0.6 A 실험 조건에서 각각 0.9105와 1.3443 

wt%를 나타내고,  반응시간 동안에 소비된  Li2O 양은 각각 5.71 g과 

9.12 g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일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에 요구

되는 Li2O 양의 차이는 궁극 으로 반응기 부피의 증가를 동반하는 불리한 

경우를 나타낸다. 결론 으로 기화학  속 환 cell은 상기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최  류 도를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의 만족과 단계별 승 류 

등의 반응 조건의 합리 인 조합에 의해서 최  조건을 도출할 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

  (5)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특성 비교평가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기화학  속 환 특성

의 비교평가는 상기에서 지 한 바와 같이 고온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기화학  속 환 특성의 단순 비교보다는 선행공정 선

정을 한 기  데이터의 확보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일반 으로 LiCl-Li 용

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반응속도식은 shrinking core model이 

용됨을 고려할 때, 기화학  속 환 공정에서 펠렛 형태보다는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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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이 속 환율과 반응속도 측면에서 유리

할 것으로 단된다. 일반 으로 펠렛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는 고온의 공기 

분 기에서 산화하여 분말화하는 방법과 물리  방법을 이용하여 강제 분쇄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우라늄 산화물에 따른 기화학

 속 환성의 정량  평가를 통해 선행공정의 확립과 더불어 최종 으로

는 기  속 환 공정의 선정에 요구되는 기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 다.

   (가) 우라늄 산화물의 도특성 비교

       평가 상의 우라늄 산화물인 UO2와 U3O8 산화물은 고온의 분 기

에서 서로 양면된 특성을 갖고 있다. 고온의 분 기에서 U3O8은 부도체 특성

을 나타내는 반면에 UO2는 Fig. 3.152와 같이 반응온도인 650 ℃에서 0.06 

ohm
-1cm-1의 기 도도를 갖고 있는 반도체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일체형 음극에서 우라늄 산화물 층으로 인한 항 감소로 인해 

cell의 류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상

된다.

Fig. 3.152. Electrical conductivity of U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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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기화학  속 환 cell의 류농도 증가로 인해 간물질의 생성 

 해에 의한 반응 메카니즘을 기 로 한 기화학  속 환 공정에 바

람직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일체형 음극 극의 구성 측면에서도 우라늄 

산화물의 두께에 한 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Li2O recycle rate 향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단된다.

   (나) 우라늄 산화물에 따른 기화학  속 환 특성 비교

       본 실험은 상기에서 기술한 방법에 의거하여 반응온도 650 ℃, Li2O 

3 wt%인 조건에서 류제어 모드 하에서 수행하 다. Fig. 3.153은 0.8 A의 

일정 류모드 하에서 반응시간에 따른 음극  양극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음극 는 약 -2.475 V로 U3O8와 UO2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낸다. 0.8 A 류제어 모드 하에서는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과 Li2O 해

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통합 메카니즘이 지배한다. 양극 는 상기의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 변화와 백  극의 산화층 형

성에 의한 향이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650 ℃에서 일체형 음극의 UO2 

분말은 도특성에도 불구하고, 반응 기의 음극과 양극의  변화 형태는 

U3O8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반응 기 단계에서 우라늄 산화

물의 도특성에 의한 차가 거의 없다. 이의 실험결과는 반응 기 단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도특성에 의한 향보다는 일체형 음극에서 리튬과 산소

이온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LiCl 용융염에 의해 단지 젖은 상태로 존재함으

로 인해 각 극의 가 높게 나타나는 상으로 단된다. 음극과 양극 

사이에 일정 가 작용함에 따라 생성된 리튬 속 이온은 차로 일체형 

음극으로 확산되고 각 극의 는 차로 낮아지는 것으로 단된다. 이

와 같은 상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 류에 비례하여 환원

에 도달하는 시간이 반비례하는 것과 일치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

으로 반응 기 단계에서 각 극의 높은 는 일체형 음극 내의 이온농도

에 따라 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상으로 인해 동일 

Li2O 농도 조건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종류에 향을 받지 않고 동일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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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3. Changes of cathode and anode potential with time.

  Fig. 3.154는 반응시간에 따른 Li2O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UO2는 

체로 공 류에 비례한 이론  Li2O 농도 감소량과 일치하여 감소하는 반

면에 U3O8는 반응시간 15시간부터 이론  Li2O 농도 감소량보다 게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속

도 차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U3O8는 반응시간 15시간부터 Li2O가 recycle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UO2는 낮은 속 환 속도로 인해 Li2O

의 생성속도가 느리고, U3O8에 비해 일체형 음극 내 Li2O의 축 된 양이 상

으로 기 때문에 물질 달 속도와 Li2O recycle되는 시 도 느릴 것으

로 단된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는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

의 기화학  속 환 특성은 U3O8가 UO2에 비해 속 환 반응속도와 

Li2O recycle rate 측면에서 유리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기화학  

속 환 공정의 선행공정인 분말화 공정은 사용후핵연료를 고온의 공기 분

기에서 산화하는 건식분말화 공정이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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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4. Changes of Li2O concentration in LiCl molten salt with time.

  (6) LiCl-KCl-Li2O(Ca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기화학  속

환 특성

     우라늄 산화물의 기화학  속 환 공정은 Li2O 용해도와 해반응 

특성이 양호한 LiCl-Li2O 용융염계 이외에 최  용융염 매질의 선정 차원에

서 여러 복합 용융염 매질에 한 검토를 수행하 다. 본 실험에서는 후속공

정인 해정련 공정과의 연계성  내부식 특성이 우수한 LiCl-KCl-Li2O 용

융염계와 희토류 산화물에 한 속 환 반응특성이 양호한 LiCl-KCl-CaO 

용융염계에서 한 평가를 수행하 다. 실험에 한 근 방법으로는 우선 

용융염 매질에 한 환원물질(Li2O, CaO)에 한 용해도를 기 으로 공정 

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후속으로 linear sweep voltammetry  potentio- 

metry 모드 하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  측정  속 환율 평가를 

통해 고찰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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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iCl-KCl 용융염계에서 Li2O와 CaO의 용해도 측정

       용융염계에 한 Li2O와 CaO의 용해도 측정실험 장치는 Fig. 3.155

와 같이 항식 가열로, 2  반응기, 교반장치  아르곤가스 공 장치로 

구성된다. 특히 교반장치는 폐형의 magnetic drive의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교반기 축과 직  연결하여 반응  공기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하 다. 가열

장치는 수직형 항식 가열로(용량: 3 kw)와 K type의 열 , PID 온도제

어장치, SCR unit로 구성되고, 반응기의 온도를 ±2 ℃ 이내로 정확히 조 하

다. 용융염과 환원물질은 수분과 산소의 농도가 10 ppm 이하의 농도로 엄

격히 제한된 아르곤 가스 분 기의 로 박스에서 정량한 다음, 아르곤 가

스 분 기의 폐된 조건에서 반응기에 공 하 다. 특히 가열 단계에서 수

화물과 잔류 산소는 아르곤 가스의 공 과 배출 조작을 통해 반응기로부터 

완 히 제거하 다. 용융염이 완 히 용해된 다음, 일정 과잉량의 Li2O와 

CaO를 폐된 조건에서 반응기에 주입하 다. 환원물질의 용해도 측정실험

은 교반 조건 하에서 수행하 고, 일정시간 간격으로 용융염 시료를 샘 링

하여 용해도를 측정하 다. 특히 샘 링 단계에서는 비 용해된 환원물질의 

주입을 방지하기 해 일정시간 정치한 다음 용융염 액 의 상부 지 에서 

샘 링하 다. 용융염 시료는 일정량을 정량한 다음, 증류수에 용해하고 페

놀 탈 인 지시약과 0.1 N HCl 용액으로 정하여 용해된 Li2O와 CaO를 

측정하 다.

  Fig. 3.156은 200 rpm의 교반 조건에서 반응온도별 Li2O의 용해도를 나타

낸 것으로, 400 ℃, 475 ℃  500 ℃에서 공융 조성의 LiCl-KCl 용융염계에 

한 Li2O의 용해도는 0.3960, 0.4479  0.4782 wt%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Li2O는 공융 조성의 LiCl-KCl 용융염계에 한 낮은 용해도 이외에 용해속

도도 매우 낮게 나타내고 있다. 교반이 없는 조건에서 24 시간 동안 Li2O는 

500 ℃에서 0.3780 wt%의 낮은 용해도를 나타내었다. LiCl-KCl 용융염 매질

은 Li2O의 제한된 용해도로 인해 우라늄 산화물의 기화학  속 환 공

정에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상기의 실험결과로부터 

Li2O 기농도는 최소한 1.5 wt% 정도 유지해야 우라늄 산화물의 완  속

환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에서 공융 조성의 LiCl- 

KCl-Li2O 복합 용융염 매질은 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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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5.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solu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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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6. Solubility of Li2O in 59 mol% LiCl-41 mol% KCl molten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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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57은 LiCl-KCl 용융염계에 한 CaO의 용해도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450 ℃, 480 ℃  520 ℃ 온도의 조건에서 CaO의 용해도는 각각  

3.0, 3.3  3.5 wt%를 나타내었다. 단지 용해도 측면에서 LiCl-KCl 용융염

계의 환원물질은 Li2O에 비해 CaO가 유리함을 나타내었다.

   (나) LiCl-KCl-U3O8-Li2O 용융염계의 환원  측정

       Fig. 3.158은 500 ℃의 온도 조건에서 LiCl-KCl-U3O8-Li2O 용융염계

의 linear sweep voltammogram을 나타낸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0.139 

mV/sec의 주사속도 조건에서 류  산소의 농도 변화를 측정하 다. Li2O

는 약 0.5 wt% 이하의 제한된 용해도의 반응 조건으로 인해 다른 용융염계

와 비교하여 기화학  환원반응에 한 정확한 데이터의 확보가 매우 어

렵다. Fig. 3.158에서 산소의 농도 변화는 약 -0.5 V부터 -2.0 V의  구간

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산소의 발생반응은 부식생

성물 혹은 Li2O의 해반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voltammogram를 나타내

고 있다. 특히 반응종료 단계에서 Li2O의 농도분석 결과는 거의 0 수 으로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용융염계에 한 정확한 환원 를 측

정하기 해서는 류 도가 극히 낮은 cell에서 가능할 것으로 단되고, 향

후 정확한 voltammogram를 얻기 한 보완실험 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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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7. Solubility of CaO in 59 mol% LiCl-41 mol% KCl molten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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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8. Relationship between potential and current

                  of LiCl-KCl-U3O8-Li2O at 500 ℃, 0.139 mV/sec.

   (다) LiCl-KCl-Li2O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특성

       반응온도 500 ℃에서 LiCl-KCl-U3O8-Li2O 용융염계의 linear sweep 

voltammogram은 부식생성물과 Li2O의 낮은 용해도로 인해 정확한 환원

의 측정이 불가능하 다. 그러나 본 용융염계에서 환원 에 따른 산소농도

와 반응 후의 Li2O 농도 변화는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이 가능함을 나

타내고 있으나, Li2O의 recycle rate는 약 60～80%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우

라늄 산화물의 완 한 속 환은 어려울 것으로 측된다. Fig. 3.159는 

LiCl-KCl-0.5 wt% Li2O 용융염  0.3 A 류제어 모드 하에서 cathode  

anode 극 를 나타낸 것이다. cathode 극 는 Li2O의 환원 인 

-2.5920 V에 도달하기 에 Li2O의 농도는 거의 0에 도달한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물론 일체형 음극의 항으로 인해 본 cell에서 측정된 Li2O의 환원

는 이론  환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내고 있지만, 본 실험에서 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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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1.75 V에 도달하기 앞서 Li2O 농도는 거의 소모됨을 나타내고 

있다. 본 cell에서는 상기에서 지 한 바와 같이 반응기의 부식생성물로 인해 

반응 기 단계에서 Li2O의 일정량이 소모되는 상을 찰할 수 있었다. 따

라서 본 실험의 chronopotentiogram은 실제 Li2O가 환원되기 에 부식생성

물인 sesquioxide와 Li2O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리튬화합물의 해에 의한 

극 변화만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Li2O의 해반응에 의해 생성된 리튬 속과 우라늄 산화물과의 반응에 의한 

속 환 반응이 진행되기 앞서 환원물질인 Li2O의 완  소비에 의해 속

환 반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반응시간 5 시간 종료 후, 일

체형 음극의 우라늄 산화물은 우라늄 속으로 거의 환되지 않았음을 열

량 분석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결과, LiCl-KCl 용융염계는 Li2O의 낮

은 용해도로 인해 기화학  속 환 공정의 용융염 매질로 당하지 않

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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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9. Changes of cathode and anode potential with time in LiCl-K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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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온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U3O8의 속 환과 Li2O

의 기화학  환원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통합 반응 메카니즘을 기 로 

한 기화학  속 환 기술을 제안하 다. LiCl-Li2O 용융염계에서 기화

학  속 환 반응은 Li2O의 해반응과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통합 반응 메카니즘 이외에 리튬 속 이온과 우라늄 산화

물과의 반응에 의한 lithium uranate 생성  해반응이 연속으로 진행되는 

반응 메카니즘으로도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체형 음

극의 성능평가,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성  반응 메카니즘 규명, Li2O 

농도 변화  물질 달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비 도성의 다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 우라늄 산화물  고체 극으

로 구성된 일체형 음극은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성( 속 환율 > 99%) 

 Li2O recycle 측면에서 공정의 기 요건을 만족하는 양호한 특성을 나타

내었다.

  Li2O의 해반응과 속 환 반응의 통합 반응속도는 0.5～1.5 A 이하의 

류공  조건에서는 공 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 A 이상의 류공  조건에서 기화학  속 환 반응은 일체

형 음극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화

학  속 환 공정은 LiCl-Li 용융염계의 화학  속 환 공정에 비해 

속 환율과 Li2O 농도 제한성 측면에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며 99% 이상의 

속 환율을 얻을 수 있었다.

  기화학  속 환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양극 표면에서 PtO 혹은 PtO2

의 생성에 의해 양극의 는 완만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특히 Li2O 

농도가 0.4～0.5 wt% 범 에서는 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5920 V의 cell  이하에서는 리튬 속 이온과 우라늄 산화물과의 반

응에 의해 lithium uranate 생성  해반응이 연속해서 진행되는 반응 메

카니즘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2.5920 V 이하의 분해 를 갖는 

lithium uranate는 우라늄 속, 산소  리튬 속 이온으로 해되며, 이 과

정에서 생성된 리튬 속 이온은 다시 재순환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

히 본 반응 메카니즘에 의한 기화학  속 환 반응은 LiCl 용융염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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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O 농도 감소로 인한 양극의 용융염 계면에서의 부식   증가 상

이 동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율도 99% 이상의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 산화 극의 성능평가

 가. 세라믹 분말  극 제조공정 확립: CIP에 의한 시제품 제작 방법

    Cold isostatic press는 고려진공(주)의 KCIP-120 Model을 이용하 는

데(Fig. 3.160) 상온에서 기름을 매체로 사용하 다. 등압 성형용 세라믹 분

말은 내경 9 mm, 두께 1 mm, 길이 약 130 mm의 한쪽이 실리콘 고무마개

로 막힌 실리콘제 튜 에 담은 후 분말 주입 완료 후에는 주입구 부분도 동

일한 실리콘 고무마개로 하고 착력이 좋은 테이 로 재차 하 다. 

이 게 비한 성형용 세라믹 분말을 등압 성형기 내부에 넣고 에 기술한 

방식으로 성형하 다. 성형 공정이 완료된 분말 성형체는 실리콘 고무 튜

에서 조심스럽게 제거하여 소결 공정에 들어갈 때까지 손이나 손상되지 

않도록 취 에 유의하여 보 하 다. 먼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종 분말의 

개질 방법을 기술하 다.

  (1) Li-doped NiO 분말 제조

     상온에서 3.735 g의 LiOH를 탈 이온수에 서서히 공 하며 자기 교반기

로 계속 교반시켜서 완 히 용해시킨다. 여기에 MEK를 서서히 더해 주어서 

계속 교반하며 희석시키는데 이 게 하면 Li 이온들이 액상에 균질하게 분포

된다. 이 상태의 액상에 matrix인 NiO 분말(Aldrich Chemical Company, 최

 입도 10 ㎛) 93.9 g을 서서히 가하면서 Li/NiO의 몰 비를 맞춘다. 이 때 

NiO 분말의 응집을 막기 해서 분산제로 5 vol% 만큼 산을 더해 다 

[31]. 이 게 하면 Li 1.1 mol%가 NiO matrix에 첨부된다. 이 게 비된 

slurry 혼합물을 실온과 45 ℃ 오  분 기에서 완 히 건조시킨 다음 막자 

사발에서 분쇄시키고 150 ㎛ mesh size의 체로 걸러서 Li-doped NiO 분말

을 수집, 보 하 다. 이 공정으로 제조된 분말과 flow chart를 각각 Fig. 

3.161과와 Fig. 3.16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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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0. Cold isostatic press(KCIP-120).

Fig. 3.161. Li-doped NiO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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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sis  of
Doped  Oxides

Dissolve  dopant  oxides  of
hydroxides  in  appropriate  solvents

Add  main  solvent
for  matrix  oxides

Add  deagglomerating  agent
(e. g.  5 v/o  acetic  acid)

Add  granular  matrix
oxides  while  stirring

Dry

Grind if necessary

Cold  isostatic  pressing

Sintering

Fig. 3.162. Flowchart for synthesis of doped oxides.

  (2) Sb-doped SnO2 분말 제조

     세부 인 제조 차는 Fig. 3.162와 동일하 으나 차이 은 Sb2O3 분말 

(Cerac Inc., 최  입도 10 ㎛, 순도 99.9%) 0.45 g을 소량의 진한 염산에 완

히 용해시킨 다음 SnO2 분말(Cerac Inc., 최  입도 1 ㎛, 순도 99.9%) 51 

g을 서서히 더해서 Sb-doped SnO2 slurry를 얻었다. 이 게 하면 Sb 0.9 

mol%가 SnO2 matrix에 첨부된다. 이 게 얻은 slurry를 oven에 넣고 건조시

킨 다음 막자사발에 넣어 입자 상태(granule)로 만들고 체로 쳐서 일정한 입

도를 얻었다. 이 게 얻은 Sb-doped SnO2 분말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담은 

것이 Fig. 3.163에 나와있다. 다만 주목할 것은 제조 공정에 따라 최종 으로 

얻은 분말의 색은 짙은 것과 SnO2의 색에 가까운 백색을 얻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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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3. Sb-doped SnO2 powder.

  (3) Fe3O4 극 제조 

     이 경우 이미 충분한 기 도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분말 제

조나 개질의 필요가 없었으므로 구입한 시약 상태의 Fe3O4 분말(Cerac Inc., 

최  입도 5 ㎛, 순도 99%)을 그 로 등압 성형 공정에 사용하 다. Fe3O4의 

경우 등압 성형 시 분말의 결합력이 우수하므로 별도의 binder를 첨가하지 

않아도 되었고 이는 진공 소결 공정의 효율을 높이고 진공 소결 장비를 오

염시키지 않는다. 이 게 상온 등압 성형된 Fe3O4 성형체의 평균 도는 약 

2.62 g/cc(50% T.D.) 고, 소결체의 평균 도는 약 3.63 g/cc(70% T.D.)이

었다. Fe3O4의 경우 소결 분 기에 산소가 다량 존재하면 Fe2O3로 변화되므

로 이를 방하기 해서 2.5×10-2 torr의 진공 분 기에서 소결하 다. 소결 

온도인 950 ℃까지 4 시간에 가열하는데 유지 시간은 1.5 시간으로 하 다.

  Fe3O4 분말은 CIP 공정을 용하여 세라믹 극 성형체를 제작하 으며, 

제작이 완료된 NiO, Fe3O4 세라믹 극이 Fig. 3.164-3.165에 나와 있다. 이

들 사진을 보고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spect ratio가 큰 극의 소결체가 

tortuosity(만곡부)가 하지 않도록 제작될 수 있다는 것인데 소결 공정 

 세라믹 극 시편이 직  복사열을 과도하게 받아서 가열이 되지 않도록 

하기 해 본 제조 공정에서 차폐용 알루미나 cover를 시편에 우거나 

한 내경의 알루미나 튜  안에 성형체를 넣고서 소결한 것이 상당한 효과

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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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융염 분 기에서 속 환 실험  양극 가 가장 안정한 최 의 

극 제조 조건을 찾으려면 제작된 극의 SEM 사진을 보고 porosity와 기타 

극 표면의 microstructure  극 표면에서의 용융염 거동 등을 찰하여 

최 의 microstructure를 얻기 한 제조 조건을 확립해야만 한다.

Fig. 3.164. Sintered NiO anode.

Fig. 3.165. Sintered Fe3O4 a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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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속 환 반응이 완료된 후의 Fe3O4 극의 표면을 SEM으

로 촬 한 사진(Fig. 3.166)과 LiCl-Li2O 해질이 함침된 Fe3O4 극 부분의 

표면(Fig. 3.167)을 로 들어 용융염 분 기에서 최 의 microstructure에 

한 고찰을 해 보고 본 에서 기술한 극제조 조건의 합성을 알아본다.  

속 환 반응에 사용되고 난 Fe3O4 세라믹 극을 1000 배와 3000 배의 비

율로 촬 하여 극의 표면 상태를 분석한 SEM 사진이 Fig. 3.167-3.168에 

나와 있는데 Fig. 3.168은 해질에 함침되지 않은 소결 직후의 Fe3O4 극

의 표면을 SEM으로 은 것이다.

Fig. 3.166. SEM of Fe3O4 anode after reduction experiment.

Fig. 3.167. SEM of Fe3O4 anode part immersed into the LiCl-Li2O

               molten salt: after reducti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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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8. SEM of Fe3O4 anode part not immersed into the LiCl-Li2O

             molten salt: after reduction experiment.

  Fig. 3.169-3.170에 NiO와 SnO2 극 표면의 SEM 사진이 나와 있다. 이러

한 SEM 사진을 분석하여 소결체의 표면 상태 특히 porosity와 미소 결함의 

분포 상태  존재 여부를 알 수 있고 표면과 내부의 기공이 어떻게 제거되

는지를 규명하여 binder burnoff 온도와 소결 온도의 성 여부를 단할 

수 있다.

Fig. 3.169. SEM of 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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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0. SEM of NiO anode before reduction experiment.

  Fig. 3.166을 보면 LiCl-Li2O 용융염이 Fe3O4 극의 표면을 고루 시지

는 않고 오른쪽 부분은 함침 후 응고된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왼쪽은 bare 

Fe3O4 극이 노출되어 있다. 이는 Fe3O4 극의 젖음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으로 속 환 반응이 원활히 일어나는데 있어서 세라믹 극의 표면 상

태가 요한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세라

믹 극의 성능에 extrinsic and intrinsic factor 모두 향을 미치고 있으며 

extrinsic factor는 극 재료의 성질과는 무 하게 극의 기공도  이의 

충  상태, 그리고 기타 cell의 제작  시험 조건과 련되어 있다. 다른 한

편으로 극 재료 자체의 특성 차이 때문에 극반응 속도론  특성이 달라

지며 이로 인해서 세라믹 극의 분극 상에 향을  수 있다.

  (4) Undoped LiFeO2 극 제조

     Ball milling 공정을 용하여 상용 LiFeO2 분말(95% purity, Aldrich)

에 binder를 함입시켰다. Ball milling 공정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B76 

binder 2 g과 Solsperse 2 g을 에틸알코올 70 g, toluene 30 g에 넣고 용융

시켰다. 그리고 이 용액에 pentane 200 g을 더해서 희석시켰다. 경우에 따라 

B76 신 acrawax를,  pentane 신 diethyl ether를 사용하기도 하 다. 

이를 ball milling에 가장 합한 분량의 slurry에 ZrO2 ball을 넣고 약 6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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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ball milling 시켰다. 이 게 융 이 낮고 휘발성이 높은 용매를 사

용한 이유는 ball milling이 완료된 세라믹 slurry를 oven에서 건조할 때 

slurry에 많은 구멍을 남기면서 휘발하므로 나 에 막자사발에서 쇄시켜 

분말로 만들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게 binder가 함입된 LiFeO2 세라믹 분말을 CIP로 성공 으로 성형, 

binder burnoff, 소결시킬 수 있었다. 이 게 제조된 LiFeO2 성형체를 알루미

나 튜 에 넣어서 소결시키기 직 의 모습이 Fig. 3.171에 나와 있다.

  (5) Scale-up Fe3O4 극 제조

     CIP 공정을 사용한 scale-up 세라믹 극의 성형은 Fe3O4 세라믹 분말

의 경우에만 가능하 다. 이 경우 성형체의 직경은 16.8～17.49 mm, 길이는 

142～173 mm 까지 얻을 수 있었는데 재 300 mm 길이의 성형체를 CIP 

공정을 이용하여 제조하고자 최 의 공정 조건을 확립 이다. Green 상태의 

Fe3O4 scale-up 성형체가 Fig. 3.172(a)에 나와 있다. 이러한 scale-up Fe3O4 

세라믹 성형체는 소결 시 다소 도의 증가를 보여 주는데 직경은 15.32～

17.08 mm, 길이는 134.5～149.5 mm를 얻었다. 소결 후의 Fe3O4 scale-up 성

형체의 모습이 Fig. 3.172(b)에 나와 있다.

Fig. 3.171. LiFeO2 green compact before binder bur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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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reen compacts                 (b) sintered compacts

Fig. 3.172. Scale-up Fe3O4 compacts.

 나. 세라믹 분말  극 제조공정 확립: Slip casting에 의한 시제품 제작 

방법

  (1) Binder burnoff 공정

     소결 공정에 앞서서 SnO2와 LiFeO2의 slip 주조 성형 시 혼합시켜  

binder와 첨가제의 burnoff를 530 ℃ 질소 분 기에서 약 6 시간 동안 실시

하 다. 이론상으로는 burnoff furnace를 열시킨 다음 binder ignition tem- 

perature(530 ℃)까지 가열시키는 것이 가장 좋으나 실제로는 binder 용매의 

기화로 인한 이동 통로가 있어야 하므로 서서히 steady state에 도달할 수 

있도록  속 가열이 필요하다. Binder burnoff는 수평 상로를 써서 530 

℃ 까지 가열시키는데 6 시간이 소요되도록 실시하 으며 binder burnoff를 

실시하기 후의 SnO2와 LiFeO2 성형체의 모습을 Fig. 3.173-3.174에 나타내

었다.

  Binder burnoff 의 LiFeO2 성형체 도는 약 54% of T.D.(4.42 g/cc) 이

었으나 binder burnoff 직후에는 약 50% T.D.로 도의 감소를 보 다.  

Fig. 3.174(a)에서 알 수 있듯이 binder burnoff 후의 LiFeO2 성형체의 외

은 burnoff 이 에 비해 한 변화는 보여주지 않았으나 표면에 visc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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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에 의한 것처럼 보이는 ceramic particles bonding이 찰되었다.

   

             (a)LiFeO2                            (b) SnO2

Fig. 3.173. Slip casting compacts before binder burnoff.

(a)LiFeO2

(b) SnO2

Fig. 3.174. Slip casting compacts after binder bur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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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binder burnoff를 하여 530 ℃까지 가열하는데 6 시간이 소요되고 

그 후 노냉 되었으므로 어느 정도의 비 소결 효과를 얻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binder burnoff 온도가 530 ℃로 낮아서 소결의 진행 정도는 불충분

하 고 내부의 기공도가 50% 가까이 되므로 925 ℃에서 추가로 소결할 때 

이 게 많은 기공이 물질 이동 경로로 작용하여 소결 특성에 많은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한 slip 주조된 LiFeO2 성형체의 기계  강도는 매

우 취약하여 취 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여러 도막으로 손되는 일이 

잦았다. Binder burnoff 후의 LiFeO2 성형체  binder burnoff된 SnO2 성

형체의 SEM 사진이 Fig. 3.175-3.176에 나와 있다.

(a) Before binder burnoff

(a) After binder burnoff

Fig. 3.175. SEM of LiFeO2 slip casting co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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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6. SEM of SnO2 slip casting compact after binder burnoff.

  Slip 주조된 SnO2 성형체의 도는 3.05 g/cc(44% T.D.)이고 binder burn- 

off 후의 도는 이보다 작은 2.98 g/cc(42% T.D.)로 어들었다. SnO2의 경

우 LiFeO2 성형체와 마찬가지로 slip 주조를 해도 성형체 도를 높이기 어

려운 단 이 있는데 취 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여러 도막으로 손되

는 일이 생긴다. 이 게 손된 SnO2 binder burnoff 성형체의 SEM 사진이 

Fig. 3.177에 나와 있으며 많은 기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177. SEM of damaged SnO2 slip casting compact.



- 298 -

  (2) 소결 공정

      NiO 성형체의 경우 box furnace를 소결 온도인 1,100 ℃까지 4 시간 

동안 가열하 고 소결 온도에서 공기 분 기로 1.5 시간 유지시킨 다음 실온

까지 노냉시켰다. SnO2 slip 주조 성형체의 경우는 융 이 1,127 ℃이므로 

NiO의 소결과 마찬가지로 1,100 ℃까지 4 시간 동안 가열시키고 공기 분

기 하에서 1.5 시간 유지시킨 다음 실온까지 노냉시켰으나 비실험 결과 소

결체에 기공이 많이 생긴데다 binder burnoff 시 잔류한 binder가 잘 배출되

지 못해서 표면 상태가 좋지 못하 다. 이러한 을 시정해 보고자 1,100 ℃ 

까지 8 시간 동안 가열시켰지만 소결체의 강도는 여 히 낮아서 잘 손되

었고 기계  특성은 매우 나빴다. 그러므로 이러한 SnO2 성형체의 소결 시 

Fig. 3.178에 도해한 실험 조건을 최종 으로 확립하 다. 즉 1,300 ℃까지 8 

시간 가열 후 공기 분 기 하에서 1.5 시간 유지시킨 다음 노냉시켰는데 

1,100 ℃ 소결체를 1,300 ℃에서 재 소결할 때 무게는 약 0.3 wt% 감소하 고

Fig. 3.178. Optimum sintering condition of SnO2 co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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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체를 1,300 ℃에서 소결 시 무게의 감소율은 성형체마다 달랐는데 그 이

유는 slip 주조 성형 시, 성형 도의 차이로 인해 소결 후 무게 감소율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며, 한 최종 제품의 소결 도에도 향을 미

칠 것으로 생각된다.

  LiFeO2 slip 주조 성형체의 경우는 처음에 925 ℃까지 3 시간 동안 가열시

키고 공기 분 기 하에서 1.5 시간 유지시킨 다음 실온까지 노냉시켰으나 

비실험 결과 SnO2 slip 주조 성형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결체에 기공이 

많이 생긴데다 binder burnoff 시 잔류한 binder가 잘 배출되지 못해서 표면 

상태가 좋지 못하 다. 그러므로 이러한 LiFeO2 성형체의 소결 시 925 ℃까

지 6 시간 가열 후 공기 분 기 하에서 1.5 시간 유지시킨 다음 노냉시켰다. 

그러나 LiFeO2 slip 주조 성형체에 기공이 존재하는 경우 소결이 완료된 후

에도 없어지지 않고 소결체의 반 쪽에 crack이 생기기도 하 다. 따라서 성

형체의 내부 구조가 온 한 것이 매우 요한 것으로 명되었으며, 성형체

의 거시  기공과 만곡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소결 후에도 외 이 온 한 

상태, 즉 tortuosity가 거의 없는 양호한 상태의 극을 얻을 수 있었다.

 다. 세라믹 극 제조공정 확립: 섬유질 세라믹(ceramic fiber) 제조

    최 의 세라믹 극을 제조하기 해서는 해질이 잘 함침될 수 있고 

기체도 잘 통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극을 구

성하고 있는 세라믹 입자의 크기가 작아서(직경 10 ㎛ 이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표면 이 커야 하고 극 구조의 내부에 기체가 통과할 수 있는 기

공의 분율이 많아야만 한다. 이러한 제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수 있는 

세라믹 극의 제조공정의 일환으로 세라믹 극의 구조를 요구 조건에 맞

출 수 있는 공정이 미국의 아르곤연구소(Argonne National Lab.)에서 개발되

었는데 이를 근간으로 하는 구체 인 차를 문헌조사 결과 주로 소개한

다. 세라믹 분말로는 NiO와 LiFeO2를 주로 하여 이러한 극을 제조한 것

을 알 수 있는데 극 구조의 내부로 기체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으려면 

직경이 약 5～10 ㎛인 기공이 분포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한 세라믹 극 

구성단 (agglomerate)의 직경이 40～50 ㎛로 매우 커야만 한다. 이 게 되

면 액상 내부에서의 확산에 의한 과 압이 무 커지게 되므로 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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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제반 문제 을 일 으로 해결 해 보고자 길다랗고 직경이 작은 

fiber 형상의 세라믹 구조를 제조할 수 있는 두 가지 공정을 개발하 다. 첫

째는 유기질의 섬유를 세라믹 slip으로 코 하여 제조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직경이 10 ㎛ 이하의 세라믹 fiber를 직  제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방법은 성능이 괜찮은 2  기공을 가지는 구조를 개발하는데는 성공했지만 

궁극 으로 포기하 는데 그 이유는 fiber에 NaCl 함량이 무 많게 되고 두 

번째 방법이 더 효과 인 것으로 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튜  제조공정과 가느다란 섬유 제조공정으로 나 어서 문

헌조사 결과를 주로 기술하 다.

  성형체에 혼합시킨 binder와 첨가제는 앞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 

Solutia사 제품인 acrylic B76 binder를 입수하여 MEK(19.85 g binder + 90 

cc MEK) 는 toluene과 에탄올의 혼합액(6.6 g binder + 63 cc toluene + 

27 cc EtOH)에 용해시켜서 세라믹 분말과 혼합하여 등압 성형하 다. 이 때 

세라믹 분체의 도를 히 조 할 목 으로 벨기에 Uniquema사의 

Hypermer KD1 plasticizer를 MEK(1 g plasticizer + 90 cc MEK)에 용해 

시켜서 세라믹 분말에 혼합하 다.

  (1) 튜  제조공정[31]

     세라믹 튜 를 제조하는 공정의 요체는 유기질로 된 섬유에 세라믹 분

말을 코 시킨 다음 섬유를 burnoff 시키는 것이다. 섬유에 세라믹 분말을 

입히는 방법은 동일한 부피의 섬유와 세라믹 분말 입자의 서스펜션을 만들

어 혼합시킨 다음 속히 혼합 액체로부터 공침시키는 것이다. NiO 서스펜

션은 0.5% 산 수용액에 NiO 시약 분말을 넣고 볼 링 시켜서 제조하

는데 나일론이나 이욘 섬유는 blender를 사용하여 물 속에 부유시켰다.  

산을 사용하면 NiO가 응집되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유기 섬유질을 응집

시키는 작용을 하 다. 두 서스펜션을 혼합시켜 고체 성분이 공침되면 맑은 

수용액 부분은 따라내고 공침된 고체 성분만 공기 에서 자연 건조시켰다.  

나일론 섬유가 괴되어 섬유질 특성을 잃지 않도록 burnout은 오랫동안 수

행하여야 하며 기 온도는 180～200 ℃로 가능한 한 낮아야만 한다. 이 게 

실시하는 이유는 섬유의 유기질 특성이 변화되어 220 ℃ 이상에서 통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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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burnout 시켜도 용융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으로 200 ℃에서 burnout 

시키면 10～15%의 무게 감량이 일어난다. 반의 장시간 온 가열 후 재료

가 고온 burnoff/소결 공정온도로 가열되는데 통상 최고 1,100 ℃의 고온에

서 이러한 공정을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2) Fiber 제조

     본 연구에서 세라믹 섬유는 spinning process로 제조할 것이다. 이 공

정에서 사용되는 slurry는 NiO 분말과 세라믹 바인더를 동등한 질량으로 혼

합하여 제조하 다. 섬유는 직경이 10 ㎛ 이하의 것을 사용하 는데 불순물

도 많이 혼입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제조 변수들( 를 들어 slip 조성, 

인발 속도, 공기 유속)을 독립 으로 조 할 수가 없다. 세라믹 섬유의 기 

인발 직경은 slurry를 분출시키는 구멍의 직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발되는 

도 에 비교  큰 직경의 세라믹 섬유는 주입되는 공기의 와류로 인해서 직

경 10 ㎛ 이하의 작은 섬유로 세분된다. 최종 으로 제조된 세라믹 섬유의 

특성을 조 하기 해서 주입되는 공기의 와류 흐름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spray 공정에 의해서 

세라믹 fiber를 제조하는 것이 보통이다.

  크기가 미세한 세라믹 fiber는 인발되어 나가는 slip에 작용하는 공기의 와

류에 의해서 형성되므로 세라믹 fiber의 제조에서 요한 것은 slurry를 공기

의 유속에 분사시켜주는 spray 공정이다. 한 세라믹 fiber를 얻으려면 

slip의 특성도 최 화 시켜야만 하고  불순물의 양을 최소화하여 공정 수

율과 세라믹 fiber의 포집 효율을 높여야만 한다. 이와 동시에 요한 공정 

변수들(slip 조성, slurry 분사 속도, 공기의 분사 속도 등)을 독립 으로 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spray 공정은 많은 양의 세라믹 fiber

를 제조하는데 쉽게 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공정 변수의 최 화에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은 상용 세라믹 binder

를 히 선정하여 세라믹 분말과 혼합시켜 주는 것이다. 극을 앞서 상술

한 튜 와 fiber 형상으로 제조 시 야기되는 문제 의 하나가 실제로 극을 

용융염 분 기에서 사용 시 binder와 유기질 fiber에 의한 오염의 가능성이

다. 일반 으로 사용되는 binder와 유기질 섬유에서 주로 검출되는 불순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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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와 Cl인데 이러한 재질을 사용하여 극을 제조하여 용융염 분 기에서 

시험 시, 압이 안정화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은 특히 NiO 극의 경우에 하게 찰된다.

  앞서 설명한 B76R binder의 경우도 이러한 불순물, 특히 염화물이나 황화

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산용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는 아크릴 계통

의 binder로 여러 가지 유기 용매에 용융될 수 있는데 fiber를 spray 법으로 

제조하기 해서는 증기압이 높은 아세톤, MEK, 그리고 톨루엔/에틸알코올 

혼합물 등을 조사하여 합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MEK가 가장 성능이 

우수한 용매인 것으로 명되었다. 테이  주조(tape casting)를 해서는 비

교  휘발성이 낮아서 slurry 혼합체의 도를 어느 정도 이상 유지시켜  

수 있는 용매가 당한 것으로 명되었다. 몇 차례 시험해 본 결과 무게 비

율로 에틸알코올과 톨루엔을 7:3으로 혼합시킨 것이 최 의 용매로 결정되었

다. B76 binder는 MEK 용매에 아주 서서히 용해되므로 선 용융된 binder가 

필요하다. 이 때 B76 binder를 MEK에 0.25:1의 비율로 세라믹 분말을 넣지 

않은 상태로 혼합시켜서 용융시키는데 서서히 혼합시켜서 binder를 용매에 

완 히 녹이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용매, 분산제, 그리고 소량의 미리 용융

시킨 binder와 세라믹 분말을 섞어 볼 링 하는데 기의 링 단계를 거친 

다음 앞서 미리 용융시킨 나머지 binder 용융체를 넣어서 spray 시킬 수 있

는 slip을 제조한다. 나 에 논의하겠지만 slurry의 조성은 조  변화시킬 필

요도 있는데 그 이유는 제조 공정의 변화에 따라 세라믹 분말의 입도와 모

양의 변화가 있으면 이러한 공정 변수를 감안하여 변화시켜 주어야 하기 때

문이다.

  LiFeO2 slurry 제조의 경우를 로 들어보자. 100 g의 LiFeO2를 spray 한

다고 할 때,

     필요한 B76의 질량 = 100 g/(ρLiFeO2)(1.14 cc/g) = 100/(1.14)(4.42)

         = 19.85 g

     MEK의 부피 = (100)/(0.25)(4.42) = 90 cc,  첫 볼 링시 투입

     분산제(Solsperse) 질량 = (1%)(100 g) = 1 g

     볼 링 1 단계: binder를 먼  용매에 용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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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g B76 + 80 g MEK

                     24 시간 동안 천천히 볼 링

     볼 링 2 단계: 100 g LiFeO2, 1 g Solsperse, 33 g predissolved

                     binder, 90 cc MEK를 한 시간 동안 볼 링

     볼 링 3 단계: 67 g predissolved binder를 추가하고 24 시간 볼 링

     볼 링 4 단계: 3.3 cc/min의 속도로 slurry를 spray

                     100 l/min의 유속의 공기 분사

  이 게 slip을 spray시킨 fiber는 길이가 비교  길고, 이러한 spray 공정은 

소규모 배치(batch)에는 하지만 batch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에는 fiber의 

응집으로 인해 공기의 유속이 어들게 된다. 이 게 binder와 ceramic 혼합

체의 정확한 혼합 비율이 얻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세라믹 입자의 직경 비 

binder 혼합체의 질량이 항상 일정하다. 를 들면 만일 두 세라믹 입자들의 

입도가 거의 동일하다면 binder system의 질량은 세라믹의 도에 비례하게 

된다.

  (3) Binder burnoff  소결 공정

     이 게 spray process로 얻어진 미세한 세라믹 fiber의 binder를 burn- 

off 시키고 소결하는 공정은 기술 으로 어려운 이 많다. 그 이유는 fiber

를 spray하는 문제가 binder 선정의 driving force가 되는 반면에 이 binder

가 소결 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열하는 도 에 

binder 자체가 변형을 하게 되고 유동성이 더 좋게 된다. 이 때문에 binder/

세라믹 혼합체가 가라앉게 되고 lab scale 정도의 공정에서는 도가니의 에 

얇은 층을 이루는 식으로 표면 을 최소화시켜 주면서 이동한다. 유체의 유

동성이 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표면 이 최소화되는 상은 천천히 일어

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해/연소 공정이 보다 속하게 일어나게 해야

만 한다. 다시 말하면 유체의 유동 공정은 green 상태의 fiber 온도를 분해/

연소가 일어나는 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격히 가열시킴으로써 단시킬 수 

있다. 이를 구체 으로 설명해 보면 소규모 batch에 해서 burnoff furnace

와 도가니를 binder 연소온도 이상(450～550 ℃)까지 열 후 green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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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er를 집어넣는다. 실제의 양산 과정에서는 green fiber를 burnoff oven까지 

신속하게 벨트 컨베이어를 통해서 이동시킨다. 고주  라즈마나 마이크로 

웨이  소결을 해도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 극의 주조  제조

     세라믹 fiber를 소결하면 도가 낮고 어느 정도는 응집된 fiber가 생겨

나는데 이러한 fiber를 부순 다음 체로 걸러서 분류시킨다. 그러나 체로 친다

고 해서 fiber의 크기가 극의 제조에 쓸 수 있을 만큼 짧아지지는 않는데 

더 길이를 짧게 하려면 수조 안에서 blender를 넣고 실시한다. 이 게 했을 

때 fiber가 입자화 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이 게 가공된 fiber를 

사용하여 극의 제조에 사용한다.

  Fiber의 길이가 짧아야 하는 이유는 나 에 극으로 제조 시 충  도가 

낮게 되어도 기공의 분율이 많은 구조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fiber 사이의 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도가 

취약하다. 재료에 작은 세라믹 입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소결 과정이 더 잘 

진행되는데 체로 걸러서 손된 fiber 내부의 입자 크기는 fiber 소결 온도와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공정이 가능한 최소의 온도에서 이루어지는 

반면(Table 3.34 참조) 후속 소결 공정은 기 소결 과정의 결과로 인한 제

한을 받게 된다.

 Table 3.34. Temperature Profile for Fiber and Electrode Structure

                Processing

Fi b ers

NiO LiFeO2

Binder flashing 500～550 ℃ 450 ℃

Sintering 900 ℃ 800 ℃

Time at sintering temp. 1.5 h 1.5 h

Structures

NiO LiFeO2

Binder burnout 450 ℃-raise in 12 h 450 ℃-raise in 12 h

Sintering 1,400℃-raised in 2.5 h 1,400 ℃-raised in 2.5 h

Time at sintering temp. 1.5 h 1.5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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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결체의 미세 

구조를 조  가능하고 표면 을 증가시켜 주는 공정을 개발하 다. 이 공정

은 구체 으로 미소하게 단된 세라믹 입자와 slip 내부의 단된 fiber를 

함께 이용하여 극을 제조하는 것이다. 이 게 하면 개개의 입자들이 소결 

진 기구로 작용할 수 있으며 표면 을 증가시킨다. 그 결과 크기가 작은 

기공과 큰 기공의 상  분율을 조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부분의 tape casting 공정에 사용되는 세라믹 분말은 크기가 수 ㎛ 이하

인 fiber 응집체이므로 slip의 비 과정 한 통상 인 차를 밟아서 실시

할 수 없는 것이다(Fig. 3.179 참조). 이러한 fiber를 통상 인 방식으로 

binder를 사용하여 세게 볼 링하면 fiber를 완 히 분쇄시키고 만다. 이는 

한 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미소한 fiber를 binder와 용매를 이용하여 볼 

링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후 slip의 기체를 제거시키고 통상 인 방법으로 

주조한다.

  소결 공정은 이 경우 통상 으로 실시한다. 소결 온도는 Table 3.34에 명

시되어 있는 것처럼 가공되는 재질에 좌우된다. 극은 알루미나 재 사이

에 놓여서 유지되는데 green 상태의 tape에서 약 0.15 mm 정도의 간격을 두

고 놓이게 된다. 소결에 들어가기 에 거쳐야 하는 단계에는 미세 조직의 

조 이 포함된다. Slip의 조성과 공기의 흐름이 fiber의 직경에 향을 주게 

된다. 크고 작은 기공의 비율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첫째

는 미세화된 fiber와 fiber의 분율을 변화시켜서 바뀔 수 있으며 둘째로는 소

결 직 에 green 상태의 tape를 굴려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게 제조한 극을 사용하여 cell assembly를 만드는 것을 알아본다. 

이 방식으로 제조한 세라믹 극은 통상 으로 60～75%의 기공을 가지고 있

으며 두께는 약 0.2 mm이다. 이 구조로는 cell assembly를 만들 때 쉽게 

손되며 그 자체로도 아주 취성이 강하다. Cell assembly의 제작 시에는 반드

시 cell 구조물이 내구 이고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용해야만 한다. 

소결체를 에탄올/톨루엔이 70:30 무게비로 혼합된 용매에 B76 binder를 완

히 용해시킨 묽은 액체로 포화시키고 나서 건조시킨다. 이 게 하면 소결체

에 어느 정도의 소성 강도를 보강해 주는 효과가 있게 되고 면도날처럼 날

카로운 단면을 써서 쉽게 단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cell assembl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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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하게 제조 가능하게 해 다. B76 용액이 묽으므로 건조시킨 후 기체의 

통로는 그 로 개방된 채 cell이 작동을 시작하더라도 속히 binder가 

burnoff 된다.

Mill Ceramic Particles

with Solvent ～72h

Sieve and 

Crush Fibers

Mix: Santizer

    Binder

     Solvent

Dry 

Mill 

～2h

Sinter 

Mix

 ( Stir ) 

De-Gas 

Cut 

Cast 

Fig. 3.179. Flowchart for tape-casting slip for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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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최  극 결정  검증

    고온 용융염 분 기에서 사용될 세라믹 극이 갖추어야 할 가장 요

한 특성은 높은 기 도도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지 까지 제조된 각종 세

라믹 극의 기 도도를 측정해서 최 의 극 제조공정과 극의 종류

를 밝  내었다. 여기에서는 van der Pauw technique를 사용한 세라믹 극 

시제품의 기 도도 측정과 련한 이론, 실험 방법  실험 결과를 기술 

하 다.

  (1) van der Pauw technique을 사용한 기 도도 측정 방법

     세라믹 극에 고립된 구멍이 없고 이 샘 의 크기보다 상당히 작

은 경우 Fig. 3.180에 나와 있는 것 같은 평평한 시편의 기 도도(비 항)

는 L.J. van der Pauw에 의해서 고안된 방법을 써서 측정 가능하다[32].  

Fig. 3.180에 나온 것처럼 납작한 디스크형 시편의 원 주변 4 개의 에 

gold wire를 삽입하여 두 서로 다른  사이의 항치와 샘 의 두께를 측

정하여 다음과 같이 기 도도(비 항)를 측정할 수 있다.

      비 항, ρ = πd/ln2((RAB,CD + RBC,DA)/2)

여기서 RAB,CD는 4 개의 gold wire   D와 C  사이에 차 VD - 

VC 값을 걸어 주었을 때 A와 B 두 을 따라서 흐르는 류의 세기를 측

정하여 얻은 항치 RAB,CD = (VD - VC /IAB)이다. RBC,DA도 같은 식으로 정

의되며 d는 Fig. 3.180에 나와있는 디스크형 세라믹 펠렛의 두께를 나타낸다.

ceramic

disk pellet

A
B

C

D

Fig. 3.180. Shape of a ceramic disk pellet for measuring

                   the electrical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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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라믹 극의 기 도도 측정

      Fig. 3.180의 ceramic 펠렛은 CIP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하 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등압 성형용 die를 각각의 세라믹 분말용으로 1 개씩 총 3 

개를 고려진공(주)에 제작 의뢰하 다. 이러한 molding die가 Fig. 3.181에 

나와 있다. 이 경우 성형체를 die로부터 쉽게 분리시켜 주기 힘들기 때문에 

die의 내경과 같은 크기의 얇은 계량지(weighing paper)를 바닥에 넣고 세라

믹 분말을 충 , 성형하 다. 이 게 성형시킨 도도 측정용 pellet 성형체에 

직경 10/1000 인치의 gold lead wire를 Fig. 3.182와 같이 부착시켰는데 이 

때 펠렛과 동일한 ceramic powder에 B76 binder를 더해  다음 MEK나 

toluene + EtOH를 더해서 도를 떨어뜨려  slurry를 사용하여 gold lead 

wire를 펠렛에 부착 시켰다. 기 도도 측정은 실제의 속 환 조건과 유

사하도록 아르곤 기체 분 기를 유지하면서 650 ℃에서 실시하 다. 앞서 기

술한 로 DC power supply로 정 를 두  사이에 가해 주었을 때 나

머지 두 에 흐르는 직류 류의 크기를 multimeter로 측정하여 먼  비

항을 구하고 나서 역수를 취하여 기 도도로 환산하 다. 이 게 측정

된 세라믹 극의 기 도도가 Table 3.35에 나와 있다.

Fig. 3.181. Molding die to fabricate a ceramic disk pellet

                   for measuring the electrical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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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e3O4 pellet       (b) CuO-doped SnO2 pellet

Fig. 3.182. Ceramic disk pellets made by using the molding die of

       Fig. 3.181 for measuring the electrical conductivity.

Table 3.35. Measured Electrical Conductivity of Ceramic Anodes

극의 종류 Fe3O4 SnO2 NiO

기 도도(Ω-1․cm-1) 123 28 10-3

 마. 결론

    자료 조사와 기존 실험 data를 분석한 결과 차세 리공정 설계요구 

조건에 부합하려면 세라믹 양극은 다음의 물리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LiCl-Li2O 용융염계에서 화학 으로나 열 으로 안정하고 세라믹 극의 

conduction or valence band가 LiCl 용융염의 occupied or unoccupied 

energy states와 겹쳐야 하며, band gap 에 지는 3.8 eV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Cl-Li2O 용융염계에서 기존의 백  양극과의 성

능을 비교평가하기 한 기 자료의 확보 차원에서 Fe3O4, SnO2, NiO, 

LiFeO2를 후보 세라믹 극재료로 선정하여 최 의 극을 제조하기 한 

공정  변수의 분석과 한 성형, 소결 작업을 거쳐서 시제품 제조를 실

시하 다. 이 게 제작된 극 시편의 외 을 찰, 분석한 결과 소결 후 

극의 tortuosity(만곡)은 없는 것으로 찰되었다.

  세라믹 극 시제품의 특성을 평가하고자 van der Pauw technique을 응

용하여 기 도도를 측정하 다. 그 결과 기 도도는 Fe3O4 > SnO2 > 

NiO의 순서로 최 의 극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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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환 시험이 완료된 Fe3O4 극을 SEM으로 찰한 결과 세라믹 극

의 성능에 extrinsic and intrinsic factor 모두 향을 미치고 있으며 극의 

종류에 따라서 속 환 공정 의 극반응 속도론  특성이 달라진다.

3. 5 kgU/batch 규모의 기화학  속 환 장치 성능평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기화학  속 환 공정개발을 

하여 2001년부터 g 규모(3～100 gU3O8/batch)로 기 실험을 하고 있다. 그

런데 목표로 하고 있는 20 kgU/batch 규모 핫셀 운 을 해서는 kg 규모로 

mock-up test를 수행하여 해 셀의 운 변수를 최 화하고 이에 의해서 20 

kgU3O8/batch 규모 장치의 설계 자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화학  속 환 장치를 5 kgU/batch 규모로 설계 제작하고 mock-up 

test를 수행하여 해반응과 운  조건에 한 자료를 산출하 으며, 이를 g 

규모 기 실험에서 얻은 자료와 상호비교하고 20 kgU/batch 규모 장치의 설

계에 용하 다. 성능평가  공정변수 최 화의 주요 항목으로는 해 셀

의 3  기본 요소인 환원 극, 산화 극, 해질의 향을 포함한 해 셀

의 운  , 반응물  생성물의 입․출입, 공정장치의 운 성, 공정 운

차 등을 설정하 다.

 가. 장치 설계  제작

     g 규모(3～40 gU3O8/batch) 장치의 설계, 제작  운 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Fig. 3.183-184와 같은 5 kgU/batch 규모의 기화학  

속 환 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LiCl-Li2O 용융염계로부터 우라늄 산화물을 

속으로 환시키기 한 해장치는 항식 가열로, K-type 열 , 이

으로 구성된 반응기, 산화 극, 환원 극, 기 극, 아르곤 기체  시료 공

장치 등으로 구성하 다. 해 반응기는 내부와 외부 반응기 사이에 알루

미나 도가니를 설치하여 연시켰으며, 내부 반응기의 경우에는 LiCl 용융염

계에서 비교  내부식 특성이 있는 S.S 304로 제작하 다. 반응기 상단에는 

반응기 냉각과 용융염의 휘발, 배출을 막기 해서 냉각 재킷을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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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83. Design drawing of the 5 kgU/batch reaction apparatus.

Fig. 3.184. Photographs of the 5 kgU/batch reaction apparatus.



- 312 -

  기화학 셀의 환원 극 부는 STS 재질의 conductor와 생성된 리튬 속

을 포집하기 한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로 구성하 다. ø20 mm의 백  

튜 와 S.S conductor가 산화 극으로 사용되었으며, 앙에 치한 환원

극을 심으로 72o 간격으로 다섯 개를 설치하 다. 기 극으로는 LiCl 용

융염계에 비교  안정한 백  기 극을 사용하 으며, ø6 mm의 백  막

와 S.S conductor로 구성하 다. 장치의 부분별 상세설계, 제작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반응기

   (가) 외부 반응기

       외부 반응기는 O.D. 410×I.D. 400×1,030H mm가 되도록 두께 5 mm

인 스테인 스 강 (STS-304)을 진원에 근 하게 말아서 안 을 V 홈으로 

 후 아르곤 분 기에서 용 하여 제작하 다. 반응기 면도 5 mm 두께

의 STS-304 강 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용 하여 제작하 다.

  반응기 상부의 랜지는 두께 20 mm의 STS-304 강 을 사용하고, 외경 

580 mm  bolt circle diameter는 530 mm로 하여 직경 20 mm×12 hole에 

의해 조립되도록 하 다. 외부 반응기를 덮는 랜지에는 cathode를 원활히 

장착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해 랜지 내부 앙에 외경 193 mm, 내

경 183 mm, 길이 400 mm의 이 를 용 하 다. 반응기 최상단의 랜지

는 두께 20 mm의 STS-304 강 을 사용하고, 외경 250 mm  bolt circle 

diameter는 220 mm로 하여 직경 20 mm×8 hole에 의해 조립되도록 하 다. 

반응기 측에 용 되는 랜지에는 암나사를 내고, 분해조립이 용이하도록 

pitch를 키우고 수나사(impact wrench에 의해 분해조립이 가능한 원뿔 형태

의 특수볼트)와의 유격을 충분히 주었다. 랜지 하단부에는 외경 250 mm, 

길이 100 mm의 아르곤 가스 냉각 챔버를 설치하고 아르곤 가스 입․출입 

밸 를 180° 방향으로 설치하 다. 한편 cathode 주 에는 직경 273 mm의 

원주 방향으로 수직 교차되는 28 mm의 4 개의 hole을 내어 anode를 설치할 

수 있는 nozzle을 확보하고 anode nozzle 사이에는 기 극 삽입 (ø28 

mm), LiCl 주입 (2" 이 , Sch. No. 10), LiCl 이송 (2" 이 , Sch. No. 

10), 열  삽입 (3/8" tube), 시료채취 (3/8" tube), 아르곤 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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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 , Sch. No. 10) 등의 10 개의 nozzle을 설치하 다.

  최상단 랜지 상부에는 cathode에 원을 공 하기 한 극으로 STS- 

304 재질의 20 mm 을 가공하 다. 극은 울트라 조인트에 의해 조립되

고, 울트라 조인트의 packing은 테 론  바이톤 O-링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한편 STS-304 재질의 1/2" 이 를 이용하여 U3O8 분

말의 주입 을 설치하 으며, 밸 로는 full bore 볼밸 를 사용하 다.

  마그네시아 필터를 부착하기 해 4" 이 (Sch. No. 10)를 랜지 하단

부에 용 하 으며, 반응기 내부의 기 을 유지하기 한 packing은 650 ℃

의 고온에 견디는 Perma coil(탄소 재질)로 선정하 다. 랜지 하단부에는 

외경 500 mm, 길이 100 mm의 아르곤 가스 냉각 챔버를 설치하고, 아르곤 

가스 입․출입 밸 를 180° 방향으로 설치하 다.

   (나) 내부 반응기

       내부 반응기는 O.D. 360×I.D. 350×700H mm가 되도록 두께 5 mm인 

스테인 스 강 (STS-304)을 진원에 근 하게 말아서 안 을 V 홈으로  

후 아르곤 분 기에서 용 하여 제작하 다. 반응기 면도 5 mm 두께의 

STS-304 강 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용 하여 제작하 다. 반응 종료 

후에 반응기 취 이 용이하도록 반응기 상단부에 120° 방향으로 세 군데에 

고리를 설치하여 크 인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 다.

   (다) 연체

       기 연을 해 내․외부 반응기 사이에는 O.D. 390×I.D. 

370×100H mm 규격의 알루미나 재질의 연체를 설치하 다.

   (라) 마그네시아 필터  필터 하우징

        일체형 cathode의 주요 구성 요소인 마그네시아 필터는 O.D. 

136×I.D. 120×280H mm의 규격을 사용하 다. 마그네시아 필터를 장착하기 

한 필터 하우징은 6" 이 (STS-304, Sch. No. 10) 면에 폭 50 mm, 

길이 300 mm 홈을 7 개소 가공하 으며, 필터  필터 하우징은 최상단 

랜지 해체 시 함께 들어올릴 수 있도록 하 다. 한편, 필터 하우징 하단부는 필

터 분해 시 용융염에 의해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10 mm 홀을 4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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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멍을 내고 필터와 하우징의  면 을 게 하 으며, 필터 하우징 상

단 조립에는 피치가 크고 유격이 충분한 사각나사를 사용하여 용융염에 의

해 고착되었을 경우에 비하여 취 이 용이하도록 하우징 수나사 부분에 

20 mm의 구멍을 내어 손잡이를 넣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 다.

  (2) 가열로

     가열로는 mock-up 시험시설 내로의 장치 반입을 고려하여 반 개폐형

으로 제작하 다. 반응기 가열장치로는 반 개폐형인 매몰식 heater를 사용하

며, 가열로 온도는 반응기를 수직 방향으로 3 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Kanthal wire를 이용한 항식 가열 방식을 채택하 으

며, 440 V, 3상의 원을 Y-결선함으로써 0～1,200 ℃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3) 용융염 이송용 배

     기화학  속 환 장치에서 폐용융염 장탱크까지 배 (STS-304, 

3/4" tube)  라인 heater를 제작하여 설치하 으며, 라인 heater는 열팽창

을 고려하여 매몰식 heater 방식으로 하고 배 연결 부 에는 heating wire

를 이 으로 매몰하여, 용융염 이송 과정에서  이송배 의 온도를 650 ℃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반응기 내로 들어가는 랜지 하단부는 

용융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2" 이 를 삽입하고 매몰식 히터를 길이 400 

mm까지 넣은 후 완  하 다.

 나. 실험 방법  차

    기화학  속 환 반응은 650 ℃ LiCl-Li2O 용융염계에서 불활성 분

기 유지를 해서 아르곤 기체를 흘리면서 수행하 다. 실험에 사용한 

U3O8 분말은 UO2를 500 ℃에서 소성하여 제조하 으며, 반응기 조립 후, 

U3O8 분말이 담긴 아크릴 통을 환원 극 부에 치한 U3O8 주입구에 기 성

을 유지하면서 연결하여 U3O8 분말을 마그네시아 필터 속으로 공 하 다. 

용융염의 원료물질인 LiCl(Alfa, 99%)은 상온에서 내부 반응기에 공 하

다. 수분과의 반응에 의한 LiOH 생성을 방지하기 해서 Li2O(Cerac, 99.5%)

는 로 박스에서 LiCl에 해서 3 wt%가 되게끔 포장한 다음, 폐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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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분 기를 유지하면서 LiCl과 함께 내부 반응기에 공 하여 LiCl-Li2O 

복합염을 제조하 다. 반응물을 공 한 다음, 해반응을 수행하기 에 상

온, 300 ℃  650 ℃에서 1.5 kG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각각 20 회 purge

하여 반응기 내부에 존재하는 수분을 제거하 다. 기화학  실험기법으로

는 chronopotentiometry를 사용하 다. 해반응 과정에서의 LiCl-Li2O 용융

염  Li2O 농도 변화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1.5 g 정도의 용융염 시료를 

석  샘 을 이용하여 샘 링하고 페놀 탈 인 지시약과 0.1 N HCl 용액

으로 정하여 분석하 다. 해반응이 종결된 후 속 환체와 용융염을 분

리하고 세척한 다음, TG 분석에 의해 속 환율을 산출하 다.

  g 규모 실험과는 달리 kg 규모 장치의 운 에서는 생성된 속 환체의 

각 부분별 시료 채취가 가능했으며, 이에 따라 TG 분석도 각 속 환체의 

각 부분별(S.S conductor 인  부   마그네시아 필터 인  부 의 각각의 

상부, 간, 하부)로 수행하 으며,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을 확인하기 

하여 XRD 분석도 병행하 다. Fig. 3.185에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해반응의 

형 인 운 차를 나타내었다.

Fig. 3.185. Operation procedure of the 5 kgU/batch reaction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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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물질  에 지수지

    본 mock-up test는 5 kg의 U3O8 분말을 출발 물질로 하여, 이를 LiCl- 

3 wt% Li2O 용융염을 해질로 사용한 해 셀에서 속으로 환시키고, 

U3O8의 산소 이온은 양극에서 산소 기체로 배출하고자 하 다. 그런데, 비록 

본 연구 장치가 5 kg의 U3O8 분말을 기 으로 해서 설계되었지만, 수 차례

의 실험 과정에서는 장치 검/보완  보다 효율 인 자료생산을 해서 공

하는 U3O8 분말의 양을 2.0～5.0 kg으로 조 하 으며, 소요되는 용융염의 

양도 이에 따라 변동시켰다. 다음에 기술한 물질  에 지수지는 20 kg 

U3O8/batch 규모 장치의 설계에 용될 실험 조건과 U3O8의 direct electro- 

lysis에 근거하여 수립하 다.

  (1) 물질수지

      100%의 류효율과 속 환율을 가정하고, 비소모성 산화 극을 사

용하는 경우의 물질수지는 U3O8 분말 1 kg의 속 환을 기 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다.

반응물

U3O8 1.0 kg

LiCl  9.6 kg

Li2O  0.30 kg

하  509.3 Ah/kg U3O8
      

생성물

U 0.85 kg

LiCl  9.6 kg

Li2O  0.30 kg

 O2  0.15 kg = 106 L

  따라서 U3O8 분말 5 kg을 속 환시킬 경우에는 4.2 kg의 우라늄 속이 

생성되며, 이때 산소 기체는 상온을 기 으로 532 L가 발생하게 된다.

  (2) 에 지수지

     상온(25 ℃)에서 해공정 운 온도(650 ℃)로 승온시키는데 필요한 에

지를 U3O8 분말 1 kg의 속 환을 기 으로 각 반응물 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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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Cl(녹는 : 883 K, λf = 4.75 kcal/mol, Cp(cal/deg.mol)=11+0.0034×T)

    ․가열에 필요한 에 지:

      11×(883-298) + 0.0034×(8832-2982)/2 = 7,609.5(cal/mol)

    ․용융에 필요한 에 지: 4,750(cal/mol)

    ․9.6 kg의 650 ℃ LiCl 용융염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 지:

      9562/42.4 × (7609.5+4750) × 4.184/1000 = 11,662 kJ

  - Li2O(녹는 : 1,843 K, λf = 14.0 kcal/mol,

         Cp(cal/deg.mol)=14.94+0.00608×T-338000/T2)

    ․가열에 필요한 에 지:

      14.94×(883-298) + 0.00608×(8832-2982)/2 + (338000/883 - 338000/298)

      = 10,088.7(cal/mol)

    ․용융에 필요한 에 지: 녹는 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용해에 의해서 

녹으므로 소모되는 에 지는 14,000 cal/mol보다 훨씬 작을 것이고, 

Li2O의 양이 LiCl의 3 wt%에 불과한 을 고려하여 계산에서 제외.

    ․0.3 kg의 650 ℃, Li2O 용융염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 지:

      300/29.88 × 10,088.7 × 4.184/1000 = 424 kJ

  - U3O8(Cp(cal/deg.mol) = 67.5 + 0.00883×T - 1194000/T2)

    ․가열에 소모되는 열량:

      67.5×(883-298) + 0.00883×(8832-2982)/2 + (1194000/883-1194000/298)

      = 39,883.2(cal/mol)

    ․1.0 kg의 U3O8을 상온에서 650 ℃로 승온하는데 필요한 에 지:

      1000/842 × 38883.2 × 4.184/1000 = 193 kJ

  이상의 계산에서, LiCl의 승온과 용융에 부분의 에 지가 소모되며 특히 

LiCl의 용융에 많은 에 지가 공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반응기 온도 제

어는 반응기 수직 방향의 3 단으로 각각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하 는데, 

Fig. 3.186은 공운 시 그 가열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열 는 내부 반응기

의 용융염 간에 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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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6. Temperatures of the inner reactor during the blank test.

  반응기 상단에 치하고 있는 극 연결부와 sealing material(반응기 기  

유지용) 등을 보호하기 해서 항식 가열로의 각 부분 별로 온도제어를 달

리하 다. 실제로 반응물을 공 하여 해 셀을 운 한 경우의 반응기 내부 

온도 변화를 Fig. 3.187에 나타내었다. 공운  시와는 달리 LiCl 등의 열용량

이 크기 때문에 제어온도와 열 로 측정하는 온도 간에 3 시간 정도의 시

간차가 발생하는 것을 찰하 다. 그러나, 일단 온도가 650 ℃로 승온되면 

반응기 온도는 원활하게 제어되었다.

  앞서 기술하 듯이, 반응기 상단에 치하고 있는 내열성이 취약한 부 들

을 보호하기 해서는 반응기 온도를 치 별로 제어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서 반응기 내부에는 온도 구배가 발생하게 된다. 본 5 kgU/batch 규모 장치

에서 용융염 액 는 ～26 cm이다. 그러므로 반응물로 사용된 염을 용융 상

태로 유지시키기 해서는 최소한 반응기 바닥으로부터 30 cm 이상은 염의 

녹는 인 610 ℃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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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7. Temperatures of the inner reactor during the electrolytic reaction.

  Fig. 3.188은 반응기 바닥으로부터 열 를 이동시키면서 치 별로 온도

를 측정한 결과이다. Fig. 3.187에 나타내었듯이 가열로 상단의 온도를 100 

℃로 제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열성이 취약한 상부 랜지의 온도는 반응기 

내부로부터의 복사열과 도열 때문에 반응 반과 반에는 각각 261 ℃와 

283 ℃이었다. 그러나, Fig. 3.188에서 비록 반응기 내부에 온도 구배가 존재

하고 있지만 용융염 액 까지의 온도는 610 ℃ 이상으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온도 구배는 LiCl의 휘발을 억제하는 장

을 나타낼 것으로 기 되었으며, 이에 해서는 해질 향을 평가한 부분

에 기술하 다.

 라. Scale-up

    본 기화학  속 환 공정은 해 셀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해 

셀의 주요 구성요소인 환원 극, 산화 극, 해질로 구분하여 5 kgU/batch 

규모의 기화학  속 환 장치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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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8. Temperature gradient in the inner reactor.

상용 해공정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즉, 3 차원 반응기인 일반

인 화학반응기와 달리, 해 셀은 극 면 에 의존하는 2 차원 반응기로서

scale-up에 기술  난 이 있으며 상용화된 공정도 빙정석 욕에서의 알루미

늄 속생산의 와 같은 특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2003년에 본 5 

kgU/batch의 규모의 기화학  속 환 장치를 설계, 제작하고 성능평가

를 수행하기 까지는 40 gU/batch 규모의 장치에서 부분의 기 실험을 

수행하 다. 그러므로 kgU/batch 규모로 장치가 커짐에 따라 반응물의 양뿐

만 아니라 해 셀의 제원과 운  조건에서 일어날 변화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치 scale-up에 따른 해반응 조건 변화를 고찰

하는데 주안 을 두었다.

  앞서 언 하 듯이,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 차례의 실험 과정에서는 장치 

검/보완  보다 효율 인 자료생산을 해서 공 하는 U3O8 분말의 양을 

2.0～5.0 kg으로 조 하 다. 40 gU/batch와 5 kgU/batch 규모 장치의 극

배치와 제원을 같은 비율로 축소한 Fig. 3.189로 장치 scale-up에 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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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9. Schematic diagram of the 40 g U3O8/batch 

       and 3.5 kg U3O8/batch scale apparatus.

돕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기화학  속 환 장치의 환원 극 부는 

U3O8 분말, 그 가운데 치하고 있는 S.S conductor, 그리고 이들을 감싸고 

있는 마그네시아 필터로 이루어져 있다. 장치가 커짐에 따라 백  재질의 산

화 극과 S.S conductor 간의 거리, U3O8 분말 층의 두께, 마그네시아 필터

의 두께 등이 각각 3.1 cm, 0.5 cm, 0.5 cm에서 9.7 cm, 3.0 cm, 0.8 cm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들 변화가 해 셀의 운  조건에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되었다.

  Table 3.36에 40 g U3O8과 5 kg U3O8이 각각 반응물로 공 된 장치의 

표 인 실험 조건을 상호 비교하 다. 공 된 U3O8의 양이 125 배 증가했음

에도 불구하고, 장치 내 한정된 공간에서의 극 배치와 고가의 백  사용에 

따른 제약성 때문에 산화 극에서 류 도가 증가되는 요인을 제외하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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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6. Comparison of Reaction Conditions between 40 g U3O8/batch   

            and 5 kg U3O8/batch Scale Apparatus

실험조건 40 g U3O8-base(A) 5 kg U3O8-base(B) 비교(B/A)

U3O8 양 40 g 5 kg 125

공 되는 정 류 0.5 A 100 A 200

U3O8 해 시간*1 40.74 hrs 25.46 hrs 0.625

UO2 해 시간*2 30.56 hrs 19.10 hrs 0.625

Anode 극면 26.54 cm2 628.3 cm2*3 23.7

류 도 18.84 mA/cm2 159.2 mA/cm2 8.45

Li2O/U3O8(몰비) 10.89 8.454*4 0.776

*1 류효율이 100%라고 가정함

*2 U3O8이 반응조건에서 열에 의해서 UO2로 100% 환되는 경우

*3 ø2 cm의 산화 극 다섯 개가 용융염에 20 cm 잠겼을 경우

*4 20 kgU/batch 규모 장치에 용될 조건 기

순 정량 비교로는 불리한 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기화학  

속 환 공정에서는 Li2O의 양을 LiCl에 해서 3 wt%로 고정시켰다. 그런

데, 1 몰의 Li2O와 U3O8의 환원에는 자가 각각 2 몰과 16 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치의 제원과 반응물 공  조건에서는 Li2O의 

직  해(direct electrolysis)가 일어나지 않고 Li2O가 재순환되지 않더라도, 

Li2O의 환원에 의해 생성된 리튬 속과 U3O8의 화학반응에 의해서 우라늄 

속이 생성될 수 있다. 이에 해서는 뒷 부분에 다시 기술하 다.

  (1) 환원 극

     본 연구에 사용된 기화학  속 환 장치의 환원 극 시스템은 앞

서 기술하 듯이 기본 으로 40 gU/batch 규모 장치에서 사용한 환원 극 

시스템과 동일하고 단지 제원이 클 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환원 극 시스

템은 장치 scale-up시 미국 Argonne National Laboratory와 일본 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에서 기화학  속 환 공

정에 용하고 있는 환원 극 시스템에 비해서 장 이 있다. 일본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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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에서는 UO2 펠렛을 기화학

으로 속 환시키고자 하 다. Fig. 3.190에서 알 수 있듯이 용융염의 

UO2 펠렛 속으로의 침투가 어렵기 때문에, 펠렛 바깥 부분은 porous U 

metal shell로 비교  용이하게 환되지만 내부의 UO2 core의 경우는 해

속도가 느리며, 이에 따라 류효율이 떨어지게 된다[33].

  미국 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최근 분말 사용에 의한 장 을 

취하기 해서 UO2 펠렛을 분말로 만든 다음 기화학  속 환 공정에 

도입하고 있다[34]. 그런데 Argonne National Laboratory의 cathode basket

은 steel rod를 current carrier로 325-mesh stainless steel screen을 basket의

Fig. 3.190. Electrochemical reduction in 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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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 wall로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리튬 속이 생성되어 도체인 

stainless steel outer wall에 착되는 상을 방지하기 해서, 650 ℃에서 

Li2O의 표 상태 decomposition potential인 -2.475 V와 UO2의 표 상태 

decomposition potential인 -2.40 V 사이로 환원 를 제어하여야 한다. 

Argonne National Laboratory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실제 공정운  환경에서

는 operational potential window가 이론값인 75 mV보다 넓은 ～100 mV이

라고 하나, 이 경우에도 해반응의 구동력인 과 압 증가에 의하여 해속

도를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5 kgU/batch 규모 장치에 용한 환원 극 시스템은 40 gU/batch 규

모 장치와 마찬가지로 stainless steel 304 rod로 만든 current carrier, UO2 

펠렛을 voloxidation시켜 제조한 U3O8 분말, 그리고 cathode basket인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로 이루어져 있다. Fig. 3.191은 반응에 용된 U3O8 분말의 

SEM 측정결과이다. UO2 상이 U3O8 상으로 환되는 과정에서 제조된 마이

크로미터 크기의 분말은 기공과 함께 표면에 활성 이 생성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며, 한 분말 사이로 침투한 용융염과 분말이 용이하게 반응할 것으

로 기 되었다. 따라서 장치의 scale-up에 의해서 U3O8 분말 층의 두께가 소

규모 장치(40 gU/batch 규모)에 비해서 증가하더라도, 이 요인이 셀 운

Fig. 3.191. SEM of U3O8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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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향은 미미할 것으로 단되었다. 한편, voloxidation 과정에서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환원

극 시스템에서는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이 해질과 산화 극에 미치는 향

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 도 있다.

  650 ℃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진행되는 기화학  환원공정에서는 사

용 재질의 고온 부식 환경에서의 안정성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특히, 비소모

성 산화 극을 사용할 경우 산화 극에서 산소가 발생하므로, 본 속 환 

공정에 사용되는 반응장치 재질은 고온 부식 환경에서 내산화성도 아울러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환원 극 용기로 사용하는 마그네시아는 세라믹으

로 산화에 해서는 안정하므로 미국 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 

outer wall로 사용한 stainless steel screen에 비해서 재질 안정성 측면에서 

장 이 있다. 그러나 마그네시아는 이산화탄소와 물과 쉽게 반응하는 염기성 

산화물로 알려져 있으며, 고온 용융염에서의 안정성에 한 자료도 부족하다 

[35-37]. 특히, 소규모 장치(40 gU/batch 규모)에 비해서 본 연구에서 운 한 

5 kgU/batch 규모 장치의 경우에는 공정 운 시간도 길고 공 되는 반응물

의 양도 많으므로 공정개발에 있어서 재질 안정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시아의 염기성 산화물로서의 특성과 련하여 고온 

용융염에서의 안정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

  본 기화학  속 환 공정은 리튬환원 공정과 리튬회수 공정을 일 단

계로 통합한 공정으로서, 리튬환원 공정에서 리튬 속을 사용하는데 반하여 

Li2O를 반응물로 공 한다. 따라서 반응기 내부만 제한 인 불활성 분 기로 

유지하면 되는 장 이 있다. 그런데, 반응물로 공 되는 LiCl은 조해성이 있

는 물질이고, 공기 에는 이산화탄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제한  불활성 분

기에서 물(H2O)과 이산화탄소(CO2)가 반응시스템 내에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 물질은 마그네시아(MgO)와 반응하여 그 표면에 Mg(OH)2와 MgCO3를 

형성할 수 있다.

  Fig. 3.192는 Mg(OH)2(Shinyo, EP)와 MgCO3(Fisher, Heavy powder)의 

MgO로의 분해를 열 량 분석법(TGA)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때 승온 속

도는 분당 10 ℃이었으며, 500 ℃ 미만의 온도에서 Mg(OH)2와 MgCO3가 분

해되어 MgO가 생성됨을 확인하 다. 앞서 기술하 듯이 본 기화학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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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2. TG curves of the decomposition of Mg(OH)2 and MgCO3.

환공정은 LiCl의 녹는  610 ℃를 고려하여 650 ℃에서 운 한다. 따라서 

공정 운 온도에서는 마그네시아 용기의 H2O와 CO2와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Mg(OH)2와 MgCO3 생성을 한 ΔGr이 650 ℃

에서 양의 값을 나타내는 열역학  분석(Fig. 3.19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Δ

Gr 계산을 해서 ΔGf = A + BTlogT + CT 식을 이용하여 각 온도에서의 

ΔGf를 구하 으며, 상수값은 문헌을 참고하 다[38].

  헬륨 분 기, 650 ℃에서 Mg(OH)2를 두 시간 동안 소성하여 제조한 MgO 

분말을 650 ℃, LiCl(Fisher, 98.7%)-8 wt% Li2O(Cerac, 99.5%) 용융염이 담

긴 석  반응 에 넣고 아르곤 분 기에서 6 시간 동안 유지시켰다. 그리고 

anhydrous isopropanol(Aldrich, 99.5%)로 세척한 후 MgO와 LiCl-Li2O 용융

염 간의 작용을 XRD로 분석하 다(Fig. 3.194). LiCl과 Li2O에 기인하는 구

조는 찰되지 않고 MgO 구조만 분석되어 용융염 상에서의 MgO의 안정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Li
+의 이온반경은 0.68 Å으로 Mg2+의 이온반

경인 0.66 Å과 비슷하다. 즉, MgO 구조에 리튬이 doping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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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헌에 의하면 MgO에 한 Li2O의 용해도는 약 0.7 at%에 불과하

으며, 이에 LiCl-Li2O 용융염에서의 MgO의 안정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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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3. Calculated ΔGr of MgO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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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4. XRD spectra of magnesia after the st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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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의 분해, 상 변화, 그리고 용융을 찰하기 하여 시차열 량분석법

(DTA)을 수행하 으며, 이때 승온 속도는 분당 10 ℃이었다(Fig. 3.195). 

LiCl을 기계 으로 MgO와 혼합하여 10 mol% LiCl/MgO를 비하 으며, 

DTA 실험을 650 ℃까지 하 다(Fig. 3.195, LiCl/MgO, 1st run). LiCl은 매

우 조해성이 강한 물질이므로 낮은 온도 역에서의 피크는 물리 으로 흡

착된 H2O의 탈착에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되었다. 600 ℃ 부근의 상 으로 

작은 피크는 LiCl의 용융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정 

운 온도를 최소한 600 ℃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 다. 1 

차 DTA 실험을 거친 시료를 다시 상온으로 식힌 다음, in-situ로 2 차 

DTA 실험을 650 ℃까지 수행하 다(Fig. 3.195, LiCl/MgO, 2nd run). Fig. 

3.195에서 알 수 있듯이 '1st run'과 거의 동일한 피크가 '2nd run'에서 찰

되었으며, 이는 MgO와 LiCl 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무시할 정도임을 의미한

다. Li2O는 쉽게 수분을 흡수하여 LiOH로 바 다. LiOH와 MgO의 상호작용

을 조사하기 해서 10 mol% LiOH(Kokusan, EP)/MgO를 만들고, 10 mol% 

LiCl/MgO와 동일한 차로 DTA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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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5. DTA curves obtained for LiCl/MgO and LiOH/M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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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의 피크(Fig. 3.195, LiOH/MgO, the 1st run)는 물리 으로 흡착된 

H2O의 탈착, LiOH의 상 변화, 그리고 LiOH의 용융으로 각각 해석되었다. 

그런데, '2nd run'에서는 피크가 찰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1st run' 과

정에서 LiOH가 Li2O로 환되었으며 이 Li2O 상이 MgO 표면에서 안정화됨

에 있다고 추정된다.

  마그네시아의 물성이 Li2O가 존재하는 계에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 지를 

규명하기 해서 마그네시아의 염기성 산화물로서의 성질을 이용하고자 하

다. 염기성 산화물의 염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산성물질인 이산화탄

소를 흡착시킨 다음, 온도를 승온시켜 탈착시키면서 온도의 함수로 탈착온도

와 탈착량을 측정하는 CO2 temperature programmed desorption(CO2-TPD) 

기법이 잘 알려져 있다. MgO와 Li2O/MgO를 상으로 CO2-TPD 실험을 수

행하여 Li2O가 존재할 경우 마그네시아의 염기성 산화물로서의 물성 변화를 

찰하고자 하 다. CO2는 상온에서 시료에 흡착시켰으며, TPD는 분당 10 

℃로 승온하면서 수행하 으며 탈착하는 CO2는 quadrupole mass spectro- 

meter(QMS)로 찰하 다. 한편, Li2O/MgO는 MgO 분말과 이의 10 mol%

에 해당하는 LiOH 분말을 기계 으로 혼합한 다음 헬륨 분 기, 650 ℃에서 

2 시간 동안 소성하여 제조하 다.

  Fig. 3.196은 MgO와 Li2O/MgO 두 경우 모두, 표면 카보네이트의 분해에 

기인하는 탈착이 500 ℃ 이하의 온도에서 완결됨을 보여주며, 따라서 650 ℃

의 온도에서는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에 의해서 MgCO3와 Li2CO3/MgO가 생

성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낸다. MgO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결과

가 열역학  분석(Fig. 3.193)과 일치한다. 그러나 Li2O/MgO의 경우, 이 같은 

결과는 Li2O와 CO2로부터의 Li2CO3 생성반응의 ΔGr이 650 ℃에서 음의 값을 

가지고 Li2CO3(Avondale, EP)의 열 량분석법(TGA) 실험에서 Li2CO3의 

Li2O로의 분해가 700 ℃ 이하의 온도에서는 찰되지 않는 사실과 배치된다. 

이처럼 MgO에 비해서 Li2O/MgO의 염기 세기가 낮은 상의 해석은 CO2가 

약산성 물질로 고체 표면의 높은 배 수의 산소 자리보다는 낮은 배 수의 

산소 자리에 보다 강하게 흡착하며, Li2O가 MgO 표면을 덮음으로써 고체 

표면의 낮은 배 수 산소 자리가 감소되는 것으로 가능해진다. 이 은 

MgO와 Li2O/MgO의 표면 을 비교할 경우, 제조 방법에 의해서 달라지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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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6. CO2-TPD spectra of MgO and Li2O/MgO

                     under He atmosphere.

하지만 일반 으로 MgO의 표면 이 훨씬 크게 찰되는 에서도 간 으

로 확인될 수 있다.

  이상에서 MgO가 LiCl-Li2O 용융염 환경에서 최소한 화학 으로는 안정함

을 찰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만약 기계  물성만 보완된다면 고온 용융염

계에서 이상 인 재료로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기계  

물성 측면은 두 가지 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마그네시아의 열

팽창계수가 13.6×10
-6/K로 반응기 재료로 쓰인 S.S 304의 열팽창계수, 17.3× 

10-6/K와 달라, 승온 과정에서 열팽창 정도에 차이가 있고, 이에 의해서 마그

네시아의 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며, 두 번째는 마그네시아의 세라믹

으로서의 특성에 의해서 일단 팽창된 구조가 냉각 과정에서 수축되지 않고 

괴된다는 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반응이 끝난 후 속 환체를 마그네

시아 필터에 담은 상태로 속 잉고트 제조를 한 smelter로 이송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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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강구하고 있다. 이 경우에 해반응 과정에서의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마

그네시아의 기계  물성에서의 취약 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2) 산화 극

     본 연구에서는 5 kgU/batch 규모 기화학  속 환 장치의 산화

극 재질로 백 을 선택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650 ℃, LiCl-Li2O 용융

염이라는 가혹한 부식 환경에 더하여 산소가 산화 극에서 발생되는 을 

고려한다면 안정한 속 극은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백 도 장시간의 

해공정에서는 취약성을 나타낼 것으로 상되었다. 백  극의 안으로

는 흑연과 세라믹 산화 극이 고려될 수 있다.

  흑연의 경우에는 표면 탄소가 산소이온과의 반응에 의해 소모되어 극에 

새로운 표면이 지속 으로 창출됨으로써 극 부식에 따른 류효율 하는 

발생되지 않는 한편, 이산화탄소 형태로 탄소가 배출될 경우에 순수한 Li2O

의 분해 압보다 약 1 V 유리한 -1.45 V의 cell 압에서 산화리튬의 해반

응이 수행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탄소 용출에 기인하는 공정 운

상의 어려움과 아울러 카보네이트 이온 생성에 기인하는 문제 이 발생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화학  속 환 공정개념에서는 장치 

복잡화를 지양하고 류효율을 높이기 해서 양극실과 음극실 사이의 격막

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산화 극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용융염 의 산소

이온과 반응하여 카보네이트 이온을 생성하고, 이 카보네이트 이온이 환원

극 부로 이동하여 아래 식과 같이 탄소를 생성하는 부반응을 일으켜서 체

으로 속 환 공정의 효율성을 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기화학  공

정장치 개념에서 흑연 극의 사용은 배제하 다.

     CO3
2-(l) + 4e- = C(s) + 3O2-(l)

  세라믹의 경우에는 산소발생 분 기에서 열역학 으로 안정하므로 산화

극의 후보물질이 될 수 있으며, 더구나 백 에 비해서 훨씬 렴하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가공성과 기계  안정성 측면에서는 아직 개발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단되고 있다. 즉, 속 lead와 세라믹 산화 극의 연결, 공정

이 끝난 후 고온에서 상온으로 세라믹이 식는 과정에서의 crack 발생,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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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 분말 사이로의 용융염 침투, 연체와 세라믹 산화 극의 합 등에서 보

다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산화 극과 환원 극을 반응기로부터 

연시키는 연체로 본 공정장치에서는 알루미나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알루미나의 열팽창계수는 8.2×10-6/K이고 S.S 304의 경우에는 17.3×10-6/K로 

큰 차이가 있다. 반응장치의 크기가 커지면 열팽창계수의 큰 차이가 연체

의 괴를 래할 것으로 상되었으며, 이는 연체와 세라믹 산화 극의 

합에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공정장치는 합 부 의 clearance

를 크게 주게끔 설계하 다. 미국 ANL에서는 ‘crack arrestor'와 ’metal 

sheath'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세라믹 물질들을 산화 극

재질로 용하고 있으며, 본 과제에서도 련 연구결과를 해당 부분에 기술

하 다.

  앞서 기술하 듯이,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백

을 산화 극 재질로 우선 으로 선택하 으며, 궁극 으로는 세라믹을 산화

극으로 사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공정운  과정에서 백  산화

극이 이온으로 dissolution되거나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물 는 oxy- 

chloride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산화 극의 안정성을 백  재질의 quasi 

reference 극에 기 하여 측정한  변화로 찰하 다. 백  산화 극이 

안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반응이 끝난 후 표면을 물리 으로 연마하거나, 염

산 용액 에서 백  극을 양극으로 하고 해하여 표면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다.

  (3) 해질

     기화학  속 환 공정의 해질로는 LiCl-KCl, LiCl, CaCl2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LiCl-KCl과 LiCl의 경우에는 Li2O가, CaCl2의 경우

에는 CaO가 각각 속 Li와 Ca의 구체로서 용해도 범  내에서 제한된 

mol%로 첨가된다. LiCl-KCl은 비교  낮은 온도인 500 ℃에서 공정이 이루

어질 수 있지만, LiCl-KCl 용융염에서의 Li2O 용해도가 실측결과 0.5 mol% 

이하로 단히 낮으며 한 휘발성이 강한 속 K의 생성이 공정운 에 

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CaCl2는 속 Ca의 환원력이 속 Li의 환원력

보다 우수하고 CaCl2에서의 CaO 용해도가 887 ℃에서 20 mol%인데서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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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듯이 단  용융염 몰당 속 환능력 측면에서도 장 이 있지만, 용

융염의 녹는 을 고려하여 주로 공정이 800 ℃의 고온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합한 공정 재료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LiCl 용융염은 LiCl의 녹는  610 ℃와 Fe와 eutectic melting을 이루는 온

도 721 ℃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CaCl2 용융염계보다 낮은 650 ℃의 온도에

서 공정 운 이 이루어질 수 있다. Table 3.37에 나타내었듯이, LiCl에서의 

항이 여타 해질에 비해서 상 으로 작으므로 해질 항에 의한 

압강하가 작게 일어난다[39]. 이는 장치 규모가 커질 경우 공정의 에 지 효

율 측면 등에서 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 리튬환원 공정과 리튬

회수 공정 개발 과정에서 LiCl 용융염계에 한 많은 연구결과가 축 되어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도 LiCl 용융염계 공정에 해 상당한 연구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5 kgU/batch 기화학  속 환 장치 성능평가  

공정변수 최 화에서는 LiCl-3 wt% Li2O를 기  용융염으로 선택하여 연구

를 수행하 다.

  LiCl 용융염계에서의 Li2O 농도를 용해도(～8.7 wt%) 범  내에서 높일수

록 류효율이 증 됨은 리튬회수 공정개발 등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본 5 kgU/batch 장치에서는 LiCl 용융염계에서의 Li2O 농도를 3 wt%로 설

정하 으며, 그 이유는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시 Pu, Am 등의 재산화와 

용융염으로의 용출/침  등을 방지하는데 있다. 앞서 물질수지 계산 부분에

서 기술하 듯이, U3O8 1 kg의 해환원을 해서 극면 , 공정장치 크기 

등을 고려하여 ～9.6 kg의 LiCl과 ～0.30 kg의 Li2O(LiCl에 하여 3 wt%)가 

각각 공 되었다. 1 kg U3O8의 해에는 19 몰의 하가 필요한데 0.3 kg의 

Li2O에는 20 몰의 하가 요구되며, 기화학  속 환 반응이 1 단계 

Li2O의 해와 2 단계 생성물인 리튬 속과 우라늄산화물 간의 화학 반응에

 Table 3.37. Resistance of Salt Melts

Salt
KCl42.6 wt%-LiCl

(500 ℃)

KCl55.8 wt%-LiCl

(500 ℃)

LiCl

(650 ℃)

CaCl2

(800 ℃)

Resistance

(Ω․cm)
0.433 0.535 0.169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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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진행된다면, 속 환은 Li2O의 closed recycle과 무 하게 100% 

류효율 가정 하에서 진행될 수 있다. 단, Li2O의 recycle이 일어나지 않는 경

우 용융염 내 Li2O 농도는 0.2 wt%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g 규모 

장치 운 의 와 같이 5 kgU/batch 규모 해장치에서도 반응의 진행과 함

께 환원 극 부의 우라늄 산화물에 기인하는 산소이온이 용융염으로 이동함

에 따라서 Li2O의 recycle이 실 될 것으로 측되었다. 만약 용융염 내 Li2O 

농도가 0.79 wt%라면 이는 Li2O activity 0.11에 해당하고, 따라서 리튬 속

과 산소 기체의 activity를 각각 1로 가정한다면 Li2O의 분해 압은 아래 

Nernst 식에 의해 -2.56 V이다. 이 정도 농도까지는 백  산화 극의 안정성

이 유지되는 것으로 단하고 용융염 내 Li2O 농도 하한선을 설정하 다.

     E = E o-
RT
nF

ln
a(Li)a(O 2)

1/2

a(Li 2O)

  해반응의 매질로 사용한 LiCl 용융염의 증기압 변화는 아래 식으로 계산 

가능하며, 해공정 운 온도인 650 ℃에서의 LiCl 용융염 증기압은 0.053 

torr가 된다[38].

     log p(mmHg) =  -10,760 ×T -1 - 4.02× log T + 22.30

  이 게 구한 증기압을 바탕으로 반응 과정에서 LiCl이 휘발되는 정도는 기

체분자 운동론에 입각하여 아래 식으로 측할 수 있다. 즉, 용융염 휘발면

의 표면 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5 kgU/batch 장치의 경우 817 cm
2이므로, 

만약 휘발된 용융염이 모두 배출된다면 650 ℃에서는 당 약 0.54 g의 용융

염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해반응기 상층부 온도는 650 ℃보다 낮

기 때문에 이 역에서의 LiCl 증기압도 0.053 torr보다 낮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용융염이 휘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만이 아르곤 가

스 배출 (1/2“ 이 )을 통해서 반응기에서 배출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반응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 식에는 한 교정인자가 포함되어야만 한

다. 이상에서 용융염 휘발을 막기 해서는 용융 이상이라는 제한조건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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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 CP( M
2πRT )

1/2

= 0.0583P( M
T )

1/2

= 0.0583×0.053×( 42.4
923 )

1/2

  = 6.62 ×10 -4(g cm -2 sec -1)

      W = gas incident rate (g cm-2 sec-1)

      M = molecular weight (g mol-1)

      R = gas constant (8.325 × 107 ergs K-1 mol-1)

      T = temperature (K)

      P = vapor pressure at temperature T (torr)

      C = conversion factor (1333 dyne cm-2 torr-1)

서 공정 운 온도를 최 한 낮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Fig. 3.188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 사용한 가열로는 3 단으로 제어되고 따라서 반응기 

상단부 온도를 용융염 휘발을 방지할 정도로 낮게 설정할 수 있다. 한 방

열  설치에 의해서 반응기 내부에 더 격한 온도 구배를 주는 것도 가능

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장치에는 방열 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20 kgU/batch 

규모 장치 설계에는 이를 반 하기로 하 다. 아르곤 가스 배출구를 통해서 

최종 으로 빠져나가는 용융염은 트랩을 설치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계하 다.

  장치 규모가 g 규모에서 5 kgU/batch 규모로 커짐에 따라서 용융염 도

도가 해 셀 운  에 미치는 향이 보다 커지며 따라서 이에 한 고

려가 요구된다. 용융염에 의한 항은 아래 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 실

증장치 설계 시 류효율 증 를 해서는 극 간 거리를 이고, 극면

을 최 한 크게 하여야 한다.

     Potential drop = Resistance × Current × Electrode area

  본 공정장치 운 개념에서는 기존의 리튬환원 공정과는 달리 Li2O를 반응

물로 공 하기 때문에 반응기 내부만을 제한 인 불활성 분 기로 유지하면 

된다. 그런데 반응물로 공 되는 LiCl에 함유된 수분의 경우, LiCl이 비록 조

해성 물질이지만 승온과 아르곤 기체 흐름에 의해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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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Fig. 3.195에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Li2O의 경우 이산화탄소와 수분과 

반응할 경우 각각 안정한 LiOH와 Li2CO3의 생성이 열역학 으로 측되며, 

이는 류효율 감소와 반응물 손실을 래할 것으로 우려되었다(Fig. 3.19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응기를 650 ℃로 승온하여 그 내부를 최 한 불활성 

분 기로 유지한 시 에서 Li2O를 반응기 내부로 공 하고 용융염을 제조하

여 이산화탄소와 수분에 의한 부생성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 다.

 마. 성능평가 결과  고찰

    기 실험(g-base)을 수행한 결과, 5 kgU/batch 규모 해장치의 운 기

법으로 반응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정 류 공 기법(chronopotentiometry)을 

선택하 다. 셀의 운  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속도를 제어하므

로, 기화학  속 환 반응은 간 해(indirect electrolysis)와 직 해

(direct electrolysis) 두 가지 경로 모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간 해

와 직 해에 해서는 련 부분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5 

kgU/batch 규모 해장치와 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겠다.

Temperature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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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O(s) + H2O(g) →  2LiOH(s)
Li2O(l) + CO2(g) →   Li2CO3(l)   

Fig. 3.197. Calculated ΔGr of Li2O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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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해와 직 해를 구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셀의 운  이다. 

Fig. 3.198은 U3O8의 직 해가 일어날 수 있는 셀 를 나타내고 있다. 

류가 공 됨에 따라 U3O8은 쉽게 UO2로 환되고 다시 UO2가 우라늄 

속으로 환원됨을 유추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하 듯이 리튬과 산소의 activity

를 1로 가정했을 때 Li2O의 평형 가 -2.47 V이므로, 직 해는 약 70 

mV 정도의 아주 좁은 운  window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 ANL

에서는 이 운  window가 실제로는 약 100 mV이라고 찰하 으며 이

는 열역학  측과 유사한 값이다. 셀 운 가 -2.47보다 더 음의 값을 

가져 Li2O의 분해에 의한 리튬 속이 생성되고, 이것이 우라늄 산화물과 화

학 으로 반응하여 우라늄 속을 생성하는 경로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되면 

간 해라고 한다. 간 해의 경우에도 셀 운 의 제한성은 있다. 즉, 

용융염의 주요 구성성분인 LiCl의 분해 압인 -3.46 V보다는 더 양의 값에

서 해 셀을 운 함으로써 LiCl의 소모  Cl2 발생에 의한 장치 부식을 억

제하여야 한다. 한편, 간 해 조건에서도 당연히 직 해가 일어날 수 있

으나, 속 환이 어떤 비율로 각각의 반응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는 

구별하기가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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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8. Thermodynamic analysis on the direct electrolysis of U3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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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kgU/batch 규모 기화학  속 환 제조시스템을 이용하여 총 5 회의 

mock-up test를 fresh U3O8 분말을 사용하여 수행하 으며, 그 운  과정에

서의 주의 을 다음에 간략하게 기술하 다.

  본 공정운 에서는 650 ℃ LiCl 용융염을 만든 다음, 그 온도에서 Li2O를 

공 하여 LiOH 등의 불순물 생성을 방지하고자 하 다. 그런데, Fig. 3.199(a)

에 나타내었듯이 LiCl 공  시 분말의 고른 분산을 해서 투입구 하단을 특

수한 형태로 제작하 음에도 불구하고 용융염이 cone 형태로 쌓 으며, 이에 

따라서 생성된 Li2O가 그 윗 층에 쌓일 경우 Li2O를 공 하고 난 후 장시간 

(～24 시간) 650 ℃를 유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LiCl-3 wt% Li2O 용융염이 

생성되지 않는 상이 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S.S 튜 를 용융염 

층에 삽입하고 아르곤 기체를 20 L/min으로 흘리는 Ar bubbling을 수행하여 

LiCl과 Li2O를 교반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 다. 그 결과 12 시간 내에 

목표했던 LiCl-Li2O(3 wt%) 용융염이 생성될 수 있음을 찰하 다.

  환원 극 부에서는 g 규모 실험과 비교했을 때 마그네시아 필터의 제원이 

훨씬 커짐에 따라 필터의 열 사이클에서의 안정성이 우려되었다. 그러나 Fig.

   

(a)                               (b)

Fig. 3.199. Photographs of (a) Salt inlet and (b) Magnesia filter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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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b)에 나타나 있듯이 필터 하우징을 설치하고 각 구성요소 사이에 열팽

창을 고려한 충분한 유격을  경우, 마그네시아는 장시간의 반응에도 우라

늄 속 환체를 담는 용기로서의 건 성을 유지하 다. 그러나, SEM 분석

결과 그 기공 구조는 격한 열 사이클이 가해지는 조건에서 괴됨이 찰

되었다.  하나 언 할 은 Fig. 3.199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S.S 304 재질

의 고온 용융염에서의 부식 문제이며, 이는 공정의 상용화를 해서는 반드

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재 산소가 발생하는 가혹한 부식환경에서 내식

성을 갖는 재료를 개발하기 한 연구를 i-NERI 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ANL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원 극 부의 S.S conductor의 형태에서도 

기 설계에서 수정이 있었다. 즉, 기에는 S.S conductor의 면 을 최 한 

늘리기 하여 가운데 S.S 을 심으로 방사형으로 S.S 을 날개처럼 붙

다(Fig. 3.184). 그러나, 뒤에 다시 기술하겠지만 S.S와 우라늄 속과의 반

응에 의해서 기화학  속 환이 끝난 후 conductor와 속 환체의 분리

가 어려워지는 문제 이 발생되었다. 이에 conductor와 속 환체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해서 conductor의 형태는 원통형으로 하 으며, 그 결과 분

리가 비교  용이하게 이루어짐을 실험 으로 찰할 수 있었다. 한편 

conductor 면  향에 해서는 류-과 압 계와 련하여 기술하 다.

  장시간 해 공정을 운 할 경우, 용융염의 휘발은 반응물인 용융물의 손

실을 래할 뿐만 아니라, 아르곤 가스를 흘리면서 해반응을 수행할 경우 

배출 을 막아서 반응기 내의 압력을 상승시키고 궁극 으로 반응 시스템의 

손을 래할 수도 있다. 더구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hot test를 수행

할 경우 용융염의 배출은 고방열 핵종인 Cs, Sr 등이 반응시스템에서 빠져

나감을 의미한다. Fig. 3.200(a)는 공정운  과정에서 휘발된 용융염이 상부

랜지 면을 덮고 있는 모습을 보여 다. 따라서 앞서 논했듯이 반응기의 

높이 별로 더 큰 온도 구배를 주고 방열 을 설치하는 방안을 20 kgU/batch 

규모 장치설계에 반 하여 용융염 휘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한편, 배출

으로 빠져나가는 소량의 염을 포집하기 해서는 염 트랩을 설치하기로 하

다.

  산화 극과 환원 극을 상부 랜지로부터 연시키기 한 연체로는 

알루미나 이 사용되었다. 소규모 장치의 운 에서는 찰되지 않았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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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이 장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Fig. 3.200(b)와 같이 상온으로 굳어

진 염 상부에서 찰되었다. 알루미나 연 이 손된 조각이 냉각된 염 상

부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반응이 종료된 후 반응시스템이 상온으로 냉각되

는 과정에서 알루미나 연 이 손되었음을 의미한다. S.S 304와 알루미나

의 열팽창계수는 각각 17.3×10-6/K와 8.2×10-6/K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

고 도 물질로 사용된 S.S 304와 알루미나 사이에는 세라믹 재질의 합물

질을 채웠다. 따라서 해반응이 종료된 후 극시스템을 용융염으로부터 분

리시키기 하여 용융염 액  이상으로 상승시킬 경우 격한 온도 감소가 

극체에 발생하고 이에 의해서 S.S 304에 비해서 수축도가 작으면서 열 , 

기계  물성이 취약한 알루미나에 crack이 발생하고 최종 으로 상온에서 

장치를 해체할 때의 기계  충격에 의해서 알루미나가 손되어 그 조각이 

염 상부로 떨어지는 것으로 유추되었다. 알루미나 연  손을 막기 하

여 체 연 물질을 고려하기도 하 지만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mullite 

(Al2O3․2SiO2)는 열팽창계수가 5.1×10-6/K에 불과하여 S.S 304 열팽창계수

와의 차이가 알루미나 보다 더 크고, 따라서 연  손이 더 심하게 일어

날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에 알루미나 연 과 S.S conductor 사이에 충분

한 간격을 두는 한편 극의 기  유지는 테 론에 으로 의존하는 방법

으로 문제를 해결하 다.

   

(a)                               (b)

Fig. 3.200. Photographs which depict (a) salt vaporization and

      (b) breakage of alumina insulato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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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5 kgU/batch 규모 기화학  속 환 시스템에서는 해반응이 끝난 

후 속 환체를 용융염과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속 환체를 포함한 극

시스템을 용융염 액  이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 재 시스템으로는 환원

극과 5 개의 산화 극을 하나씩 크 인을 이용하여 상승시키고 있으며, 이때 

치 제어가 제 로 되지 않으면 기계  충격이 극에 가해질 수 있다. 20 

kgU/batch 규모 실증장치 설계에는 환원 극과 6 개의 산화 극을 함께 들

어올릴 수 있는 한편, 정교한 수직 상승을 한 가이드를 설치하는 방안을 

반 하고 있다. 그런데, 속 환체를 용융염으로부터 분리하기 한 최선의 

방안은 재로서는 해반응이 끝난 후 극시스템을 그 로 둔 채 용융염

만 진공 siphon을 이용해서 후속 공정장치(용융염 펠렛 제조장치)로 이송하

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즉, 20 kgU/batch 규모 실증장치에서는 용융염 이

송을 할 수 없는 비상사태에만 극시스템을 용융염 액  이상으로 상승시

키는 방법을 실행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용융염을 이송할 경우 반응기 내부

에는 극시스템과 기체만 있게 된다. 이 게 열용량이 큰 용융염이 한꺼번

에 반응시스템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온도제어에 문제 이 있을 것으로 단

되며 이에 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공정시스템에서는 산화 극에

서 산소가 발생한다. 따라서 해반응이 끝난 후 충분한 시간을 주어 산소 

기체를 반응시스템 외부로 모두 배출시킨 다음에 속 환체와 용융염을 분

리시킴으로써 속 환체의 재산화를 막는 차는 용융염 이송과 극시스

템 상승법 두 가지 방안 모두에 용되어야만 한다.

  g 규모의 소규모 장치 실험에서 kg 규모의 실험으로 장치 규모를 scale- 

up함에 따라 가장 우려되었던 사항은 장시간 고 류 도 해반응에서의 

백  재질 산화 극의 안정성이었다. 앞서 Table 3.36에 나타내었듯이 40 g 

U3O8/batch 규모 실험에서는 공 되는 정 류가 0.5 A인 경우 산화 극에서

의 류 도는 ～19 mA/cm2로 비교  낮았으나, 5 kgU/batch 규모 기화

학  속 환 시스템은 공 되는 정 류가 25 A인 경우 ～40 mA/cm2로 

그 두 배가 넘는 한편 해반응 시간도 상 으로 장시간이었다. 그런데 

극에서의 류 도는 극 배치와 그 형상에도 좌우될 것이다. 본 연구에 사

용된 산화 극은 앞서 기술하 듯이 원통형이므로 상 으로 작은 극의 

표면 곡률이 크다. 따라서 산화 극과 환원 극 사이에 형성된 선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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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분에 집 될 수가 있다. 실제로 5 kgU/batch 규모 기화학  속

환 시스템을 운 한 결과 백  재질 산화 극이 장시간 반응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나타냄을 산화 극 에서 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응종료 

후 극 표면을 분석한 결과 layed rock salt oxide인 Li2PtO3 피막이 생성되

었음을 XRD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Fig. 3.201).

  염화물계 용융염 상에서 백  산화 극 표면에는 chloride film이나 oxide 

film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passivation에 의한 film 형성은 백 의 용

융염으로의 dissolution을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한다. 본 공정시스템의 경우에

는 용융염 내 산소이온 농도가 높으므로 산화물 보호 피막이 형성되는 것으

로 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산화물 피막의 형성은 궁극 으로는 산화 극에 

걸리는 과 압을 높여 에 지 손실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산화 극의 

손도 가속화시킬 것으로 단되었다. 백  재질의 산화 극을 체하기 해

서 앞서 기술한 로 산소 발생 분 기 고온 용융염에서 안정한 세라믹 산

화 극을 개발하기 한 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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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01. Formation of Li2PtO3 on Pt a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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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02는 5 kgU/batch 규모 장치에서 수행한 5 차례의 기화학  

속 환 반응에서 얻은 chronopotentiogram  표 인 것으로, 해 과정에

서의 압 변화를 가해  류 변화와 함께 도시하 다. 일정 류공  조건

에서 quasi 기 극인 백  극을 기 으로  변화를 측정하 을 때 반

응의 진행과 함께 셀 는 음의 값으로, 산화 극 는 양의 값으로 각

각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산화리튬의 분해 압이 용융염 의 

산화리튬 activity의 함수라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리튬의 생성과 함께 용융염 의 산화리튬 농도는 감소하고, 이에 따

라서 그 activity도 감소하게 되어 산화 극 는 양의 값으로 셀 는 

음의 값으로 변화하게 된다.

  용융염에서의 Li2O 농도를 측정한 Fig. 3.203의 결과는 반응 기에는 Li2O 

농도가 Faraday의 해법칙에 따라 가해  하량에 비례해서 감소함을 나

타내며, 이를 통해 반응이 Li2O의 해와 그 결과물인 리튬 속과 우라늄 산

화물의 화학반응 경로로 진행됨을 유추할 수 있었다[40]. 반응 후반부에는 

우라늄 산화물과 리튬 속과의 반응에 의한 O2- 이온의 생성속도와 산화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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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02. Typical chronopotentiogram in a 5 kgU/batch scale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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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03. Variation of Li2O concentration with reaction time.

에서의 O
2-

 이온의 산소기체로의 배출 속도가 균형을 이룸에 따라 용융염 내

의 Li2O 농도가 일정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Li2O가 recycle되고 이에 따라 

용융염을 기 으로 할 때 우라늄 산화물의 처리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

미한다.

  환원 극 를 인가된 류의 함수로 도시하 는데, 선형 비례 계가 

찰되었다(Fig. 3.204). 류와 과 압과의 계는 아래 식에 의해서 나타내어

질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환원 극과 산화 극에서 찰된 인가 류 변

화에 따른  변화를 해석하고자 하 다.

i= i o[
C O(0, t)

C *
O

e -αfn  - 
C R(0, t)

C *
R

e ( 1-α)fn]
io = exchange current

α = transfer coefficient

f = F/RT

η = overpotential, E - Eeq



- 345 -

Applied Current (A)

-25-24-23-22-21-20-19

V
ol

ta
ge

 (V
)

-2.90

-2.85

-2.80

-2.75

-2.70

Predicted (y = -2.3280 + 0.0208x)
Cathode 

Fig. 3.204. Cathode voltage vs. applied current during ER reaction.

  만약 류 도가 낮거나 해질이 잘 교반된다면 물질 달에 의한 향을 

배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식은 잘 알려진 아래 식(Butler-Volmer 식)이 

된다. 이처럼 물질 달이 배제되었으므로 인가된 류 하에서 과 압은 단지 

해당되는 해반응의 활성화에 지를 공 하는 데에만 사용된다.

i= i o[e
-αfn

  - e
( 1-α)fn]

  그런데, 아주 작은 x에 해서 ex는 1 + x라고 근사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서 의 Butler-Volmer 식은 과 압이 아주 작은 경우 아래 식으로 표 될 

수 있다. 이 게 극에 걸리는 과 압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과 압과 인가

류가 선형비례 계를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하여 Fig. 3.204에서 나타나는 

과 압과 인가 류의 선형비례 계를 설명하고자 하 다. 그러나 transfer 

coefficient α를 0.5로 가정하면 아래 식이 성립하기 해서는 과 압의 

값이 약 20 mV 이내의 범 에 있어야 하나 Fig. 3.204에서는 과 압이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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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범 에 걸쳐 인가 류와 선형비례 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측정 이 불과 세 에 불과함을 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측정

을 가지는 g 규모의 소규모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넓은 범 의 과 압에서 

인가 류와의 선형비례 계가 찰되었다.

i= - i o fn

  과 압이 음의 방향으로 커진다면 Butler-Volmer 식의 마지막 항은 없어

져서 아래 두 식으로 변형될 수 있다. 그리고 Fig. 3.204에서 얻은 -2.328 V

를 환원 극 반응의 평형 로 가정하면 세 에서의 η와 lni는 각각 

-0.4157 V, -0.4674 V, -0.5113 V 그리고 2.995 A, 3.113 A, 3.202 A에 해당

한다. 이 η와 lni를 도시하면(Tapel plot) R2은 0.999로 역시 선형비례 계를 

나타내며, 이때 교환 류 io는 8.12 A, transfer coefficient α는 0.17이 된다.

i= i oe
-αfn

n=
RT
αF

ln i o  - 
RT
αF

ln i

  본 기화학  속 환 제조시스템에서는 환원 극의 물성이 해반응의 

진행과 함께 변한다. 따라서 의 측정값은 해반응의 특정 시 에서의 환

원 극 상태를 나타낼 뿐이다. 그러나 Tapel plot에서 선형비례 계가 찰

되었다는 것은 어도 환원 극에서의 반응이 충분히 물질 달이 이루어지

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환 류 io 8.12 A에서 반응 

속도가 비교  빠르다는 을, transfer coefficient α 0.17에서 반응의 활성화 

에 지가 비교  높다는 을 각각 유추할 수 있다. 결론 으로 본 기화학

 속 환 제조시스템에서는 반응의 진행과 함께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 

내부가 리튬 속과 우라늄 속으로 채워지고 이들 속이 극으로 작용하

게 됨에 따라 극 면 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의해서 Li+가 리튬 속으로 

환원되는 반응이 물질 달에 의한 류 도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범 에서 

비교  빠르게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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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05는 인가 류와 산화 극 의 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에는 선형비례 계가 찰되지 않고 인가 류가 특정 값 이상으로 높아지

면 그 까지 거의 변화가 없던 과 압이 갑자기 크게 증가함을 찰하 다. 

따라서 η와 lni를 도시하는 Tapel plot에서도 선형비례 계가 성립하지 않으

며, 이는 일정 인가 류 이상에서는 물질 달에서 한계가 발생해 산화 극 

표면에서의 산화종(O2-) 농도가 용융염 bulk에서의 산화종 농도보다 크게 낮

아지고 이로 인해 과 압이 크게 높아지거나 산화 극이 산화되어 극 자

체의 항이 증가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물질 달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는 용융염을 교반하거나 운  류 도를 낮추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그런데 운  류 도를 낮춘다는 것은 곧 반응속도를 하시

킴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화 극에서의 높은 과 압 발생에 의한 에 지 손

실, 산화 극 손상, 부반응 발생 등을 억제하기 해서는 용융염을 교반하는 

운 방법과 함께 고온 용융염에서 안정한 산화 극을 개발하는 노력이 병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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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05. Anode voltage vs. applied current during ER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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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 사용한 5 kgU/batch 해 셀과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40 gU/ 

batch 해 셀의 산화 극에서 환원 극부 S.S conductor까지의 거리는 각각 

9.7 cm와 3.1 cm이었다. LiCl의 650 ℃에서의 항은 0.169 Ω․cm이다[39]. 

그러므로 산화 극에 인가되는 류 도 80 mA/cm2를 이용하여 해질에 

의한 압강하를 아래 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5 kgU/batch 해 셀의 경우에

는 0.13 V, 40 gU/batch 해 셀의 경우에는 0.04 V이다. 따라서 해질 

항에 의한 압강하를 억제하기 해서는 산화 극과 환원 극의 거리를 최

한 근 시키도록 장치를 설계하여야 한다.

Potential drop = resistance × current density × distance

  Fig. 3.203은 반응 과정에서의 용융염 내 Li2O 농도가 재순환으로 인하여 

0.7 wt% 이상으로 유지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용융염 내 Li2O 분

해 압 변화는 리튬 속과 산소 기체의 activity를 1로 놓으면 아래 Nernst

식으로 표 된다. 650 ℃에서 Li2O 표  분해 압 Eo는 -2.47 V이다.

E = E
o-

RT
nF

ln
a(Li)a(O 2)

1/2

a(Li 2O)
= E o+

RT
nF

lnγ(Li 2O)x(Li 2O)

  Li2O가 용융염 내에 0.7 wt% 있을 때의 activity를 구하기 해서는

γ( Li 2O)를 구하여야 한다. 650 ℃ LiCl 용융염에 Li2O의 포화농도는 8.7 

wt%로 찰되었으며, 이때 x(Li2O)는 0.118이 된다. γ( Li 2O)는 온도와 조성

의 함수이지만 주어진 온도에서는 온도에 무 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

므로 activity coefficient는 순수한 Li2O의 activity coefficient는 1이어야 한

다는 경계조건과 주어진 범 에서 activity coefficient가 직선으로 변한다는 

가정에 의해서 아래 첫 번째 식으로 구할 수 있고, activity는 두 번째 식으

로 구해진다.

     γ( Li 2O) = 9.47 - 8.47x(Li 2O)

     a(Li 2O) = γ( Li 2O)∙x(Li 2O) = 9.47x(Li 2O) - 8.47x 2( Li 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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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으로 Li2O가 용융염 내에 0.7 wt% 있을 때, Li2O 분해 압은 -2.57 

V가 된다. 이 수치는 Li2O가 용융염 내에 3 wt% 있을 때의 분해 압 -2.51 

V와 불과 0.06 V만 차이가 난다. 따라서 5 kgU/batch 규모 장치 운 에서 

Li2O 농도 감소에 의한 압강하가 체 압강하에서 차지하는 비 은 상

으로 작다고 단된다.

  본 연구에 사용한 해 장치에서 우라늄 산화물 층과 마그네시아 용기의 

두께는 40 gU/batch 해 셀의 경우에는 각각 0.5 cm와 0.5 cm 그리고 5 

kgU/batch 해 셀의 경우에는 각각 3 cm와 0.8 cm로, 장치의 규모가 커짐

에 따라 우라늄 산화물 층과 마그네시아 용기의 두께가 증가하고 이에 의하

여 압강하가 발생할 것으로 상되었다. 그런데 산화 극에 인가되는 류

도가 80 mA/cm2인 조건에서 40 gU/batch 해 셀에서의 셀 는 -2.72 

V이고, 5 kgU/batch 해 셀에서는 반응시간 650 분에서 -2.89 V로 찰되

어 양 해 셀 차는 0.17 V이었다. 앞서 해질 항에 의한 압강하가 

5 kgU/batch 해 셀에서 40 gU3O8/batch 해 셀보다 0.09 V 크게 나타남

을 찰한 바 있다. 그러므로 우라늄 산화물 층과 마그네시아 용기의 두께 

증가에 의한 압강하는 0.08 V 이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상에서 류 통과에 소모되는 압강하( 해질, 격막, 극, 도체의 항

에 기인)가 해반응의 구동력(이론 분해 압, 산화 극 과 압, 환원 극 과

압)에 기인하는 압강하에 비해서 상 으로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해반응의 속도를 높이고자 류 도를 증가시킬 경우에는 류효

율 향상과 공정장치 안정성 보장을 해서 산화 극에서의 압강하를 최

한 억제하는 방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U3O8의 속 환은 Li2O의 분해 압보다 환원방향으로 큰 셀 에서는 

앞서 기술한 로 Li2O의 매작용에 의해서 진행된다. 즉, Li2O의 해 생

성물  환원 극에서 생성된 리튬은 마그네시아 용기 내의 우라늄 산화물

과 화학 으로 반응하여 이를 속으로 환시키면서 Li+가 되고, 이 Li+는 

다시 기 으로 리튬으로 환되어 다음 사이클의 반응에 사용되는 것이다. 

산화 극에서 반에는 용융염 내의 Li2O에 기인하는 O2-가 산소 기체로 산

화되어 배출되는 반응만이 일어나지만,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우라늄 산화

물에 기인하는 O2-가 환원 극 부로부터 산화 극으로 이동하여 산소 기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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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되게 된다. 이러한 반응 경로에 의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 산화물을 

기화학 으로 속 환시킬 수 있었으며, Fig. 3.206은 S.S conductor와 분

리한 다음 회수한 속 환체의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UO2 펠렛을 사용한 미국 ANL 등은 속 환체에 함유된 용융염의 양이 

수 % 미만의 소량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기화학  속 환 시

스템에서는 원료물질이 용융염이 침투하기 쉬운 분말 형태이었으며, 실제로 

속 환체 각 부분을 분석한 결과 용융염 함유량이 ～40 wt%에 달하 다. 

속 환체에 함유된 용융염이 후속공정인 smelting에 미치는 향과 용융염

을 속 환체로부터 분리시키기 한 방안에 한 연구가 계획되고 있다.

  본 5 kgU/batch 규모 기화학  속 환 제조시스템에서는 소규모 실험

과는 달리 생성물인 속 환체에서 치별로 샘 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

문에 속 환율을 치별로 측정하 다. 100% 류효율을 가정하여 

Faraday 법칙에 의해 추정한 반응시간보다 더 장시간 해반응을 수행한 결

과 속 환체의 모든 부분에서 99% 이상 우라늄산화물이 속으로 환됨

을 찰하 다.

Fig. 3.206. Photograph of the metal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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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해반응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을 경우에 마그네시아 용기 속에 

회수된 물질의 속 환율을 치별로 TG 분석한 결과, S.S conductor에 인

한 부분의 속 환율이 히 낮은 것을 찰하 다. 이 상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었다. 해반응의 기에는 물론 S.S conductor에 인 한 부분부

터 자가 공 되어 속 환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해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마그네시아 용기 내에 생성된 우라늄 속과 리튬 속이 일종의 3 차

원 극 network를 형성하고, 따라서 자 공 은 마그네시아 내 치에  

계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환원 극 면 은 S.S conductor 면 보다 훨씬 

커지게 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런데 산화물이 속 환되는 정도는 궁

극 으로 마그네시아 용기 내 우라늄 산화물과 용융염의 산소이온이 마그네

시아 용기 외부로 빠져나가는 정도에 의존할 것이다. 따라서 S.S conductor

와 인 한 안쪽 부분의 산소이온이 가장 나 에 빠져나가고 따라서 속

환율도 가장 낮게 찰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마그네시아 용기 내에 담긴 속 환체를 치별로 XRD 분석한 결과 

(Fig. 3.207), 부분의 속 환체는 형 인 우라늄 속의 XRD spectrum

을 나타내나 S.S conductor와 인 하 던 부 에서는 FeU6 구조의 생성이 

찰되었다. 문헌에 의하면 Fe와 U의 공융 은 721 ℃이다(Fig. 3.208)[41].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LiCl의 녹는  613 ℃를 고려하여 해반응을 650 ℃

의 온도에서 수행하 다. 따라서, FeU6 구조의 생성은 환원 극부 마그네시

아 용기 내에서 일어나는 리튬과 우라늄 산화물의 발열  화학반응에 의한 

국부  온도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FeU6 생성을 억제하기 

하여는 반응온도를 더 낮추거나 conductor의 재질을 바꾸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613 ℃와 650 ℃의 온도 간격을 고려하면 반응온도 

제어는 실 으로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conductor의 재질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를 들어 Ni

와 U에 의해서 UNi5가 생성되는 공융 온도는 1,100 ℃로 알려져 있다. 그러

므로 공정 운 온도에서 U에 안정한 Ni 등의 재질을 사용하여 conductor를 

제작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한편, S.S conductor 사용에 의해 

생성된 FeU6는 smelting 과정에서 scrap으로 쉽게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이는 속 환체 회수율을 낮추는 결과를 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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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07. XRD spectra of the metal product.

  

 Fig. 3.208. Calculated Fe-U phas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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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09는 실험에 사용한 U3O8 분말과 기화학  속 환을 거친 후 

생성된 우라늄 속의 SEM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우라늄 속의 경우에는 

SEM 분석을 하기 에 메탄올과 증류수를 사용한 세척에 의해서 함유된 용

융염을 제거하 다. U3O8에서 산소이온이 빠져나가서 우라늄 속이 생성되

면 coral like structure가 생성될 것으로 상하 다. 그러나, SEM 분석으로

는 coral like structure의 생성을 찰하지 못하고, 단지 분말들이 서로 뭉치

는 상(agglomeration)만을 찰하 다. 그 원인은 650 ℃ 고온 용융염 상

에서 grain boundary diffusion이나 particle rearrangement에 의해서 particle 

network이 생성되는 데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이와 련해서는 속 환

체 물성 분석의 일환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한편, 후속공정인 smelting을 induction furnace를 사용하여 수행할 경우 

입자가 조 해지는 상은 induction의 도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

로 측되었다. 더구나 앞서 기술하 듯이 용융염이 속 환체에 40 wt% 

이상 함유되어 분말 사이를 채우고 있어, 용융염이 휘발되는 온도 이하에서

는 생성된 우라늄 속의 산화를 방지하는 한편 induction 가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20 kgU/batch 규모 기화학  속 환 시스템의 성공  실증실험을 

해서는 핫셀의 공간 제약성을 고려하여 장치 제원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해

                 (a)                                  (b)

Fig. 3.209. SEM of (a) feed material(U3O8) and (b) metal produc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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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속도는 공정의 경제성과 장시간 운 에 따른 안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일정 속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해서는 우선 기화학  

속 환 반응의 율속 단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여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율속 

단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장치와 공정의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리튬 속을 사용한 리튬환원 공정의 경우에는 농도 구배에 의해서 산소 

이온이 우라늄 분말의 기공으로부터 용융염 bulk로 back diffusion하는 과정

이 율속 단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본 기화학  속 환 시스템에서

의 해반응은 앞서 기술하 듯이 복합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응의 율속 단계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단순화시켜 산화 극의 안

정성이 보장되고 이에 따라서 산화 극에 큰 류 도가 인가되는 상태에서 

공정을 운 한다면 산화 극에서의 산소이온 산화반응은 율속 단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환원 극에서 Li+가 Li로 환원되는 반응 한 앞서 기술하 듯

이 용이하게 일어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리튬과 우라늄 산화물의 화학  

반응, 우라늄으로부터 용융염으로의 산소이온 diffusion, 산소이온의 마그네시

아 용기로부터 용융염 bulk로의 diffusion 등을 율속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리튬환원 공정과는 달리 해반응에서는 압이라는 구동력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서 주어진 한계 조건 내에서 반응속도를 조 할 수 있다. 그런데 

반응속도를 높이기 해서 인가 류를 높이면 높일수록 산화 극에서 산소

이온이 산소 기체로 배출되어 용융염 내 산소이온 농도가 감소하는 속도 

한 증가하게 된다. 용융염 내 산소이온의 감소는 산화 극  상승과 함께 

극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 을 나타낸다. 따라서 인가 류 상승에 따른 

반응속도 증진의 효과는 용융염 내 산소이온 농도, 즉 본 공정시스템에서는 

용융염 내 Li2O 농도에 의해 한계가 설정된다. 즉, 환원 극 부에서 용융염

으로 diffusion되어 나오는 산소이온의 양이 산화 극에서 소모되는 산소이온

의 양보다 작으면 용융염 내 산소이온의 양은 진 으로 감소하게 되고 궁

극 으로는 공정운  단의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환원 극 부로부터 용융염으로의 산소이온 확산을 율속 단계라고 

하고 이를 한계 류로 표시하여 그 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반응 단

면  A, 산화종의 포화농도 Co
s, 산화종의 bulk에서의 농도 Co

b, 확산거리 δo

는 각각 용융염과 하는 마그네시아 필터의 바깥쪽 면 (725.3 cm2), Li2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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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l 용융염에서의 포화농도를 8.7 wt%로 가정했을 때의 값(3.88×10-3 mol/ 

cm3), Fig. 3.180에서 반응시간 4,155 분과 4,475 분에서 측정한 Li2O 농도의 

평균값(3.83×10-4 mol/cm3), 마그네시아 필터의 두께(0.8 cm)로 단순화시켜 

가정하 다.

I L(t) = nFAD o ln
C s

o- C b
o

δ o

  물론 마그네시아 필터 내 Li2O 농도가 기 공 농도 3 wt%보다 높은  

8.7 wt%이기 해서는 산화 극에서의 산화종은 O2-이지만 charge carrier는 

Cl-이어야 한다. 즉, Cl-에 의해서 부분의 하가 달되어야 한다.  식에

서 IL(t)와 Do는 측정되어야 하는 값이다. 그런데 Fig. 3.203에서 측정한 반응

시간 4,155분 과 4,475 분에서의 Li2O 농도 변화(0.7226 wt%에서 0.7570 

wt% 변화, LiCl 양은 35 kg)를 그 시간 동안 흐른 류(-24.589 A)까지 감

안하여 하량으로 환산하면 551,011 C에 해당한다. 즉, 반응시간 4,155 분과 

4,475 분 사이에 551,011 C의 하가 환원 극 부에서 용융염으로 이동하

으며, 이는 28.7 A의 류가 흘러도 용융염 내 Li2O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3.203에서 알 수 있듯이, 앞서 계산한 수치는 반응

의 후반부에서 용융염 내 Li2O가 최소한으로 유지될 시 의 측정치들을 바

탕으로 하 다. 따라서 IL(t)는 28.7 A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때 

Do를 구하면 4.69×10-5 cm2/sec가 된다. 속 환이 진행됨에 따라, 마그네시

아 필터 내 용융염의 산소이온 농도는 실제로는 포화농도인 8.7 wt%보다 낮

을 수 있으며 이 경우 Do는 훨씬 커질 것이다.

  이상에서 시스템을 단순화시켜, Li2O의 recycle을 한 한계 류를 추정하

고, 한계 류를 높이기 해서는 용융염과 하는 마그네시아 필터 면

은 크게, 마그네시아 필터 두께는 작게, 그리고 농도 구배는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20 kgU/batch 규모 기화학  

속 환 제조시스템 설계에 반 하 다.

 바. 결론

    리튬환원 공정과 electrowinning에 의한 리튬회수 공정을 일 단계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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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사용후핵연료의 기화학  속 환 공정의 타당성 검증을 해 5 kg 

U3O8/batch 규모 해장치를 설계․제작하고 이를 이용한 mock-up test를 

수행하 다. 성능평가  공정변수 최 화를 해서 환원 극, 산화 극, 

해질 등 해 셀 구성요소 별로 셀 에 향을 미치는 운 변수를 선정

하고 그 향을 규명하 으며, 아울러 반응물  생성물의 입․출입을 포함

한 공정 운 차를 확립하 다. 공정운 에 요구되는 물질  에 지수지를 

계산하 으며 환원 극부 구성요소들과 해질이 셀 운 에 미치는 

향도 검토, 확인하 다. 한 정 류 공  조건에서 산화 극과 환원 극에 

인가되는 과 압을 반응 메카니즘과 결부시켜 해석하 으며, 속 환체에 

한 물성 분석도 수행하 다. 이상과 같이 5 kgU3O8/batch 규모 장치 운

에 의해서 우라늄 산화물을 99% 이상 속 환할 수 있었으며, 이에 의해서 

기화학  속 환 공정의 실험  검증과 아울러 20 kgU/batch 규모의 

기화학  속 환 제조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자료를 산출하 다.

4. 20 kgU/batch 규모의 기화학  속 환 제조시스템 설계, 제작 

  시운

 가. 기화학  속 환 장치 재료요건서

  (1) 개요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종합공정에서 주요 공정인 속 환 공정 등

은 고온 리튬용융염계 분 기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으로서 용되는 장치재

료는 고온 강도 등의 우수한 기계  성질과 내부식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운  환경에서 충분한 건 성 유지가 매우 요하다. 장치재료 

건 성 평가를 해서는 장치재료의 내구성 문제와 직결되는 재료의 물성, 

특히 속 환 공정 등의 환경 하에서의 재료 부식특성 평가 등이 선행되어

야 한다. 장치재료의 부식 손상은 운  효율을 하시킴은 물론 안 성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고온에서 사용되는 장치재료가 사용 조

건에 부합하는 우수한 고온 내부식성을 갖기 해서는 낮은 부식속도는 물

론 우수한 피막 착력 등 표면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보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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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막 형성에 참여하는 성분 원소의 임계 함량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이것은 

합 의 부식형상, 부식속도, 피막의 성분 구성 등을 결정하는 요한 인자이

며, 한 고온 리튬용융염계 취 장치에 용될 최 의 장치재료 설계  선

정의 주요 요건이다. 아울러 Li2O 농도  반응시간에 한 부식속도 측정, 

부식생성물  SEM 조직 악  입계 역에서 형성되는 부식물의 형태와 

성장 악, 용 성, 내구성 특성 등의 평가 자료는 장치재료 설계  선정의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도  인성 등의 기계  성질이 우수

하고 높은 내식성을 갖고 있는 스테인 스강 그리고 고온 특성  내부식성

이 우수한 합 강을 선정하여 고온 리튬용융염계에서 부식특성을 평가하

으며, 아울러 평가자료를 토 로 기화학  속 환 장치 재료요건서를 

작성하 다.

  (2) 공정 설명

     속 환 공정은 차세 리 종합공정의 핵심 공정으로서 고온(650 

oC)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도특성과 Li2O의 해특성

을 이용하여 우라늄 속으로 환원하는 공정으로서 기화학  분해반응에 

의해 생성된 Li
+ 이온이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와 우라늄 산화물로 구성된 

일체형 cathode 극에서 우라늄 산화물과 반응하여 우라늄 속으로 환

되며, 생성된 우라늄 속은 cathode의 마그네시아 필터 내에 우라늄 속 

입자들이 응집되어 있는 형태로 잔류하게 된다. Anode 극으로는 Pt tube

를 사용하며, reference 극으로는 Pt rod를 사용한다. 속 환 반응기의 

마그네시아 필터 내에 잔류하는 우라늄 속 환체는 반응기로부터 마그네

시아 필터를 분리함으로서 LiCl 용융염과 분리되며, 분리된 우라늄 속 환

체를 포함한 마그네시아 필터는 다음 공정인 주조공정으로 보내진다. 속

환 공정장치는 2  구조의 반응기, 극(cathode, anode, reference), 가열장

치  냉각장치, inert cover gas 공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반응기는 내외

부 반응기 사이에 세라믹 도가니를 설치하여 외부의 기  노이즈를 차단

하는 구조를 가지며, 상부에는 기화되는 LiCl fume을 응축시키고, 반응기의 

냉각을 하여 cooling jacket이 설치되어 Ar gas에 의해 냉각된다. 따라서 

속 환 공정장치에서 LiCl-Li2O 용융염계 아르곤 분 기 환경에 노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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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와 산화성 분 기에 노출되는 재료를 구분하여 요건서를 작성하 다.

  (3) 고온 특성  부식특성 평가

   (가) 고온 특성

       속 환 공정 등의 운 온도는 700 
oC 이하이며, 이러한 고온 환경

에서 재료 특성을 악하기 해서는 인장강도  항복강도 등의 기계  특

성의 악이 필수 이다. Fig. 3.210은 온도에 따른 316L S.S.  Inconel 600

의 재료 물성을 나타낸 것이다. Fig. 3.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 환 공

정의 운 온도 범 에서 인장강도  항복강도 등의 기계  성질이 크게 

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에 제시한 Table 3.38은 원자력시설에 한 구조 등에 한 용규격

은 ASME Section III에 기 하나, 용온도 범 를 과한 역에서는 크리

 상을 고려한 Code Case N-47을 용한다. Code Case N-47에 기재되

어 있는 구조재료의 고온 특성을 고려해 보면, 제시하는 허용온도 범  내에

서 속 환 공정 등의 운 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Table 3.38. Allowable Stress Intensity Values of Representative Materials

           at the Maximum Temperature Referred to ASME Appendix I

Temperature

(℃)

Strength(MPa)
Elasticity 

Modulus

(10
-6MPa)Yield Tensile Rupture

304 S.S 816 65.5 54.5 82.7 0.126

316 S.S 816 90.3 53.8 117.2 0.126

Incoloy 

800H

871 75.8 0.132

760 86.9 155.8

Inconel 718 566 882.5 1006.6 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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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 Mechanical properties of (a) Type 316 S.S and (b) Inconel 600,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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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온 리튬용융염계 아르곤 분 기에서 합 의 부식특성 평가

        650 oC, LiCl-Li2O 용융염계에서 Li2O 농도가 부식속도에 미치는 

향을 평가한 결과, Li2O 농도 8 wt%까지 부식속도의 증가폭이 게 나타났

으며, 8 wt% 이상에서는 부식속도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Li2O 

농도가 8 wt% 이내에서는 부식속도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부식속도에 미치는 부식시간에 한 향을 평가한 결과, 650 oC, LiCl- 

Li2O 용융염계에서 Li2O 농도 5 wt%까지의 부식속도는 포물선 법칙에 가까

운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8 wt%에서는 포물선 법칙에서 조  벗어나는 경향

을 보 다. 그러나 Li2O 농도 8 wt%까지 포물선 법칙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부식층의 보호막 역할로 인하여 부식속도가 완화된 것으로 단된다. 그러므

로 Li2O 농도가 8 wt% 이내에서는 부식층이 조 한 보호피막으로 구성되어 

부식속도를 완화시킴으로 부식시간의 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

다.

  부식층 표면에 형성된 부식물을 악하기 한 650 oC, LiCl-Li2O 용융염

계에서 부식층 표면의 X-선 회 분석 결과 LiCrO2와 LiFeO2의 산화물로, 

한 부식층을 세척한 후의 침 물도 LiCrO2와 LiFeO2 산화물로 명되었다. 

한편, 부식층의 형태는 LiMO2(M: Cr, Fe) 산화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

으며, 한 이들 부식층 구조를 보면 조 한 보호막 형태를 나타내었다. 아

울러 부식속도가 포물선 법칙의 경향으로 둔화되는 것은 조 한 보호막의 

역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입계 역에서 형성되는 부식물의 형태와 성장 과정을 악한 결과, 650 

oC,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입계 역에 형성되는 크롬탄화물(Cr23C6)로 인

한 크롬 고갈이 발생하여 입계 부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화 온도와 용융염의 농도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Li2O 농

도가 8 wt% 이상에서는 크롬탄화물의 형성이 간헐 에서 연속 으로 조

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아울러 Li2O 농도가 8 wt% 이내에서는 입계 부식에 크게 향을 미

치는 크롬 고갈 상이 완화되어 부식속도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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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 스강 304L 조직의 열처리를 하지 않은 상 

변화와 열처리를 한 상 변화를 비교해 보면 열처리를 하지 않은 시편의 

heating zone 부분의 결정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스테인 스

강을 용 하면 오스테나이트 상과 페라이트 상이 나타나는데, 페라이트 상의 

부피를 게 하려는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는 용  시 모재 부분의 

용해  응고 때 용  부분 등에 잔류응력의 존재로 인하여 모재의 기계

성질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부식 항을 낮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아

울러 용  시 잔류응력을 최소화하기 한 열처리 향의 분석으로 열처리

를 한 시편과 하지 않은 시편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부식층 표면의 X-

선 회 분석 결과 열처리를 행한 시편에서는 페라이트 상의 피크가 아주 낮

게 나타났다. 이는 부식속도 측면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부식속도가 낮게 나

타나는 것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단된다.

  LiCl-8 wt% Li2O 용융염계에서 스테인 스강의 부식속도는 열처리한 스

테인 스강이 열처리하지 않은 것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열처리로 인해 

잔류응력이 완화되어 입계 부식에 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

다. 아울러 용융염 분 기에서 열처리한 Type 316LN의 부식속도가 Type 

304, 304L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고온 리튬용융염계의 장치재료로서의 가능

성을 확인하 다.

  LiCl-8 wt% Li2O 용융염계에서 부식시험을 수행한 스테인 스강 시편 표

면의 X-선 회 분석 결과, 열처리를 하지 않은 시편들의 부식층은 Type 304

의 경우에 LiCrO2이고, Type 316LN의 경우에는 LiCrO2  Li4MoO5로 명

되었으며, 두 시편 모두 페라이트 상이 나타났지만 Type 316LN 시편에서는 

약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부식침 물의 X-선 회 분석 결과 역시 열처리를 

하지 않은 Type 304는 LiCrO2이고, Type 316LN은 LiCrO2  Li4MoO5로 

명되었다. 이들은 시편 표면의 X-선 회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한 SEM

조직  EPMA 분석 결과, Type 304의 부식층은 조 한 보호피막으로 이루

어졌으며, 크롬 농도와 산소 농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LiCrO2임을 알 수 있

었다. 한 Type 316LN의 부식층도 역시 조 한 보호피막으로 이루어졌으

며, 크롬 농도, 몰리 덴 농도  산소 농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LiCrO2  

Li4MoO5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시편 표면  부식침 물의 X-선 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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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일치한다. 아울러 Type 316LN은 Mo의 첨가로 인해 부식층에서 Mo

의 산화물 층이 Cr의 외부 확산을 지함으로 크롬 고갈 상을 완화하여 

부식속도가 다른 스테인 스강보다 낮은 것으로 단된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 스강에는 철, 니 , 크롬이 주 원소이고 Type 

316LN에는 몰리 덴이 첨가되었다. 이러한 원소들이 부식층 형성과 부식속

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LiCl-Li2O 용융염에서 부식시험을 수

행한 스테인 스강의 부식층  모재의 원소 농도를 분석하 다. LiCl-8 

wt% Li2O 용융염계에서 형성된 Type 304 스테인 스강 부식층의 철, 니 , 

크롬  산소 농도를 분석(point analysis)으로 정량분석한 결과, Type 304

의 부식층에는 크롬  산소의 농도가 다른 원소들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부식층은 크롬의 산화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크롬 원소가 다른 원소들

보다 용융염쪽으로 확산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용융염, LiCl- 

8 wt% Li2O에서 형성된 Type 316LN 스테인 스강 부식층의 철, 니 , 크

롬, 몰리 덴  산소 농도를 분석(point analysis)으로 정량분석한 결과, 

Type 316LN의 부식층에는 크롬  몰리 덴 그리고 산소의 농도가 다른 원

소들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부식층은 크롬  몰리 덴의 산화물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크롬과 몰리 덴의 확산이 지배 임을 알 수 있다. 한 

몰리 덴 산화물이 크롬 산화물의 형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식생성물 형성 과정의 고찰로 부식진행 과정을 조사한 결과 오스테나이

트 스테인 스강의 부식진행 과정은 부식반응 이후 안정한 생성물이 형성되

기까지 빠른 부식이 진행되는 부식생성물 형성 단계와 안정한 부식생성물 

형성 후 보호 괴가 일어나기까지의 부식억제 단계, 그리고 보호 괴 이후 

부식이 다시 증가되는 부식진행 단계의 3 단계 과정을 경유하며 진행하 다. 

1 단계는 부식생성물 형성 단계로 고온 용융염 해질과 시편의 빠른 부식

으로 진행하 으며, Type 304와 304L은 Type 316LN보다 민화가 조  빨

리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단계에서 부식속도는 1 단계에 비해 감소하는 

상을 보 는데, 이는 1 단계에서 형성되었던 부식생성물이 일반 인 고온 

산화거동에서처럼 안정한 부식층을 형성하여 부식에 해 보호피막 작용을 

하므로 부식속도를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안정한 부식층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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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막 작용도 극심한 부식 환경인 고온 용융염에 장시간 노출됨에 따라 240 

시간 이후에는 보호 괴가 일어나면서 부식속도의 증가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 으로 Type 316LN이 Type 304와 304L보다 부식속도가 낮은 것

으로 보아 고온 용융염에서 장치재료로서의 용 가능성을 제시하 다.

  부식생성물의 상 변화를 평가하기 해 용융염, LiCl-8 wt% Li2O 분 기

에서 시간에 따른 Type 304 스테인 스강 시편의 부식생성물의 형성 과정을 

보여  X-선 회 분석 결과, 5 시간 부식된 시편에서는 오스테나이트  페

라이트 상과 부식생성물인 Li5Fe5O8으로 3 상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부식생성물의 상 변화를 보면 150 시간  

360 시간에서는 LiCrO2, 500 시간에서는 Li2Ni8O10으로 변화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장치재료의 장기 건 성 특성 평가의 일환으로 부식층 단면을 악하기 

해 LiCl-8 wt% Li2O 용융염계에서 스테인 스강의 650 oC, 360 시간 동안 

부식시험을 수행한 시편의 SEM 분석결과, Type 316LN의 결정립이 Type 

304보다 크며, 한 입계 부식의 향을 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시간의 아르곤 분 기에서 Type 316LN의 부식거동을 보아 건 성이 양호

한 것으로 단된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 스강에는 철, 니 , 크롬이 주 원소이며, 이러한 원

소들이 부식층 형성과 부식속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LiCl- 

Li2O 용융염에서 부식시험을 수행한 스테인 스강의 부식층  모재의 원소 

농도를 분석하 다. 용융염 LiCl-8 wt% Li2O에서 650 oC, 360 시간 동안 부

식시험을 수행한 후 형성된 Type 304 스테인 스강의 부식층의 철, 니 , 크

롬  산소 농도를 분석(point analysis)으로 정량분석한 결과, Type 304의 

부식층에는 크롬  산소의 농도가 다른 원소들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부식

층은 크롬의 산화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부식층은 조 한 보호피

막으로 형성되었다. 한 LiCl-Li2O 용융염에서 650 oC, 360 시간 동안 부식

시험을 수행한 Type 316LN 스테인 스강 부식층의 철, 니 , 크롬  산소 

농도를 분석(point analysis)으로 정량분석한 결과, Type 316LN의 부식층

에는 크롬  산소의 농도가 다른 원소들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부식층은 

크롬의 산화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의 Type 304보다 더 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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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피막으로 형성되었으며, 부식층의 두께도 1/2 정도 얇게 나타났다. 그러

므로 Type 316LN은 장기 건 성 측면에서 보아 고온 리튬용융염계 장치구

조 재료로서의 용이 양호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고온 리튬용융염계 산화성 분 기에서 합 의 부식거동 분석

    ① Ni-base 합 의 부식 특성 평가

       부식속도를 알기 하여 650 ℃에서 24～312 시간 동안 부식 실험한 

시편들을 수세하여 측정한 부식속도 결과, 부식이 진행됨에 따라 시편의 무

게가 감소하는 원인은 산화 표면의 보호막이 깨지고, 산화물 입자들이 기지 

속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부식속도 결과로부터 

Inconel 690 > Inconel 601 > Inconel 600의 순으로 부식속도가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작은 부식속도를 보이는 Inconel 600의 내부식

성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Inconel 600은 시간과 온도의 증가

에 따르는 부식속도의 증가율이 은 반면, Inconel 690은 168 시간 이후에 

격한 부식속도의 증가를 보이며 가장 취약한 내부식성을 보이고 있다.

  시편 표면에서 박리된 부식침 물의 XRD 측정 결과, 부식 박리물은 부식

층의 가장 바깥쪽을 이루는 생성물로 간주 할 수 있으며 Inconel 600과 

Inconel 601은 반응시간과 온도 조건에 계없이 Cr2O3  NiFe2O4를 보이고 

있다. Inconel 690은 부식율이 비교  작은 조건인 650 ℃  725 ℃의 온도

에서 72 시간 동안 부식시킨 결과 단상의 Cr2O3의 peak만 검출되는 반면 부

식이 더욱 진행된 650 ℃의 312 시간 부식 조건과 725 ℃에서 168 시간의 

부식 조건에서는 Cr2O3 이외에 NiFe2O4를 보이고 있다.

  일반 으로 산화막의 박리(spallation) 는 분리(decohesion) 상은 산화

막의 형성에 따른 내부응력이 증가하면서 산화막/ 속 계면에 열팽창계수의 

차이에 의하거나 는 산화막/ 속의 합 계면에 void가 형성될 경우 양자

간의 합 면 이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다. 한 산화막의 박리 

는 균열이 일어날 경우 보호성 피막의 부재로 인해 속 표면은 부식 환경

에 노출되고, 부식이 가속화될 수 있다. Inconel 600의 경우 부분의 scale

은 박리되고 subscale만 찰되는데 scale이 떨어져나가지 않고 모재에 부착

된 특정 부분을 분석한 결과, 산화층은 크게 3 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Fe



- 365 -

계 산화물, Cr계 산화물의 순으로 층되어 subscale은 Ni-rich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상은 각 원소들의 확산속도 차이에서 기인되어 부식물을 형성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부식반응 기구는 각 성분 원소의 산화에 따른 열역학  

안정성에 의존하기보다는 각 성분 원소의 확산속도에 지배될 것으로 생각된

다.

  Inconel 600의 부식 단면의 line profile 결과, 외부 산화물은 찰되지 않

고, scale 내에서 Cr  Fe 성분의 고갈 상과 함께 Ni 성분의 농축이 찰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Cr  Fe 성분이 scale을 이루는 주성분으로 탈 

scale되었기 때문에 subscale에서는 Cr  Fe 성분의 고갈 상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기지 속 내의 Cr  Fe 원소의 외부 확산속도보다 표면에 분포

하는 Cr  Fe 성분의 산화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725 ℃에서 

168 시간 동안 부식시킨 Inconel 600의 단면 사진  EDS 분석 결과, 국부

부식 는 내부산화의 거동을 보이고 있다.

  Inconel 합 의 장기 건 성 특성평가를 해 650 ℃의 온도에서 312 시간 

동안 부식시험을 수행한 합 들의 단면 사진과 EDS 분석을 통해 Cr, Fe  

Ni 성분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scale의 침투 깊이를 비교하면 Inconel 600이 

가장 작고 Inconel 601  Inconel 690의 순서로 침투 깊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Inconel 601과 Inconel 690은 Inconel 600과는 달리 표면에서부터 균등

하게 부식되는 면부식 거동을 보이고 있다. 모든 조건의 산화층에서 Cr  

Fe는 고갈되고 Ni-rich 상이 찰된다. 한 Inconel 690은 312 시간 용융

염 에 노출될 경우 부분의 시편이 침식되어 가장 내부식성이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Inconel 601은 산소 활성원소인 Al을 약 1.5 % 후 함유한 

Inconel계 합 으로 Al계 산화물은 고온에서 안정하며 치 하고 균일한 피막

을 만들기 때문에 박리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Inconel 600

은 장기건 성 측면에서 보아 고온 리튬용융염계 산화성 분 기의 장치재료

로서 가능성을 제시하 다.

    ② Fe-base 합 의 부식 특성 평가

       실험 변수에 따른 부식 실험 후의 음  세척에서 얻어진 부식물을 

XRD 분석한 결과, 시편의 종류, 부식 실험의 온도와 시간에 계없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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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Cr2O4와 Cr2O3로서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Fe, Cr  Ni 성

분이 산소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물의 표 자유에 지 변화값(ΔG)

을 비교해 보면 모든 온도 구간에서 열역학 으로 가장 안정한 산화물은 

FeCr2O4 으며 다음으로 Fe3O4와 Cr2O3가 비슷한 안정성를 나타내었다. 이는 

부식물의 주된 상이 FeCr2O4과 Cr2O3가 되는 결과와 일치하 다. 한 650 

℃에서 72 시간 동안 부식 실험한 Incoloy 800H의 모재에 부착된 scale과 

316LN S.S의 모재에 부착된 scale을 point 정량분석한 결과, 최  합 의 조

성에 기인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두 경우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scale 층의 point 분석에 의한 조성은 Ni의 농도가 매우 높고 Fe의 

농도는 원래의 합  조성에 비해 상 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Cr의 경

우 부식 실험  거의 모든 부분이 용융염쪽으로 용출되어 scale 내에는 그 

농도가 매우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식층이 존재하지 않는 모재

쪽의 point 분석에 의한 조성은 원래의 합  조성과 비슷함을 알 수 있어 Fe

나 Cr의 용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부식실험  부

식층에서는 부분의 Cr과 상당량의 Fe이 밖으로 용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

고, 이런 결과는 부식 생성물의 주된 상이 FeCr2O4  Cr2O3인 결과와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25 ℃에서 부식실험의 시간에 따른 무게 손실과 72 시간 동안의 부식실

험의 온도에 따른 무게 손실을 각 시편들에 해 분석한 결과, 두 경우 모두 

부식반응에 의한 무게 감소율의 순서는 Incoloy 800H < 316LN S.S < 321 

S.S의 순서 다. 부식실험의 시간과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무게손실은 증

가하 다. 그러나 부식실험의 시간이 증가할수록 무게 손실이 둔화되는 상

을 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식속도는 시간보다는 부식온도에 더 향을 

받는 것으로 찰되었다.

  725 ℃, 72 시간 동안 부식 실험한 후 각 시편들에 한 부식층의 SEM 

사진을 분석한 결과, 316LN S.S, 321 S.S의 경우 부식의 형태는 입계 부식

을 나타내었다. 즉 입계를 따라 부식이 진행되면서 비교  조 한 부식물의 

박리가 일어나는 과정의 형태를 볼 수 있다. 반면 Incoloy 800H의 경우는 

면부식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부식 산화물의 용출로 인한 void가 아주 

미세하고 균일하게 존재하 으며, 이는 부식이 균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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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아울러 Incoloy 800H의 725 ℃, 72 시간의 부식층을 확 한 SEM 

사진  치에 따른 point 성분분석의 결과, 부식층에서는 Fe와 Ni 만이 존

재하 고 Cr은 부식층 밖으로 용출되어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산소 

한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 725 ℃, 72 시간 동안 부식 실험

한 316LN S.S, 321 S.S, Incoloy 800H의 SEM 사진과 Cr, Ni, Fe의 성분에 

한 mapping 결과, 316LN S.S와 321 S.S는 입계부식, Incoloy 800H는 면

부식을 나타내었다. Cr에 하여 mapping한 결과를 살펴보면 316LN S.S와 

321 S.S의 경우 Cr의 분포가 부식층과 모재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균

일하게 나타났지만 Incoloy 800H의 경우에 부식층에서는 Cr이 거의 존재하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 Ni에 하여 mapping한 결과를 살펴보면 

316LN S.S와 321 S.S는 마찬가지로 부식층과 모재의 분포도가 일정하 으

나 Incoloy 800H의 경우 모재쪽보다 부식층에서의 Ni 농도가 월등하게 높음

을 알 수 있다. Fe의 경우 세 시편 모두 일정하고 균일한 분포를 나타내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입계부식을 나타내었던 316LN S.S와 321 S.S가 부식

층에서 (Fe,Cr)-oxide 형태의 부식물이 그 로 존재하 기 때문에 Cr과 Fe

의 성분 분포가 변화하지 않았지만 Incoloy 800H의 경우 부식층이 Fe와 Ni

만이 존재하 기 때문에 부식층과 모재 사이의 Cr과 Ni의 성분 분포가 확연

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단된다.

  Fe-base 합 의 장기건 성 특성평가를 해 650 ℃에서 각 샘 들의 부

식 시간에 따른 두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316LN S.S와 321 S.S는 부식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샘 의 두께가 계속 감소하는 반면 Incoloy 800H의 

경우는 부식 시간의 증가에 따라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입계부식을 나타냈던 316LN S.S, 321 S.S와 면부식을 나타냈던 Incoloy 

800H의 차이 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으며, 이는 316LN S.S, 321 S.S의 경

우 부식이 입계를 따라 진행되면서 표면에 조 한 산화물이 생성되어 박리

되는 반면 Incoloy 800H의 경우는 부식이 진행되면서 산화물의 형태로 박리

되어 나간다 하더라도 상 으로 높은 Ni의 함량 때문에 Ni이 풍부한 망상

구조의 subscale이 모재에 그 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 후 샘 의 두

께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650 ℃에서 부

식시간의 변화에 따른 Incoloy 800H의 SEM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부식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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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은 부식시간과는 무 하게 여 히 모재에 부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subscale의 넓이는 시간의 증가에 따라 넓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312 시간 동안 부식실험을 거친 경우 부식이 샘 의 앙 부분에까지 진행

되었음을 볼 수 있다. 650 ℃에서 312 시간 동안 부식실험 후 Incoloy 800H 

샘 의 SEM 사진  Fe, Cr, O, Ni에 한 mapping 결과를 보면 부식이 진

행된 subscale 부분에서는 Fe와 Cr이 용출되어 농도가 매우 낮았으며 부식

이 진행되지 않은 앙 부분에서는 Fe와 Cr의 농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

다. 반면 Ni은 부식이 진행된 subscale에서와 부식이 진행되지 않은 앙 부

분에서의 농도가 거의 일정함을 보 다. 한 650 oC에서 312 시간 동안 부

식실험 후 Incoloy 800H 샘 에서 산화물 피막이 박리되지 않은 부분의 

SEM 사진과 point 정량분석의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최외각에서의 Fe, 

Cr, O 농도가 높음으로 보아 (Fe, Cr)-oxide임을 알 수 있고 Ni은 거의 존재

하지 않았다. 아울러 부식이 진행된 정도를 보면 최외각 부분의 산화물 층이 

존재하는 앙 부분에서 가장 고 산화물 층이 존재하지 않는 시편의 상/하

단으로 갈수록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은 박리되지 않은 

산화물 층이 보호피막의 역할로 인해 부식 진행이 느린 것으로 단된다.

  (4) 결론

     고온 리튬용융염계 아르곤 분 기 공정에 용되는 장치재료를 선정하

기 한 평가 결과, 일반 으로 내식성과 내열성이 우수하며, 고온 강도가 

좋고, 항복 이 낮고 연성이 높으며, 변형 제어형 응력 등에 합한 오스테

나이트 스테인 스강이 많이 용되는 추세이며, 한 최고 사용온도는 820 

oC 근처이므로 고온 특성은 양호한 것으로 단된다. 고온 리튬용융염계 아

르곤 분 기에서 스테인 스강의 내부식 특성평가 분석 결과, Li2O 농도가 8 

wt% 이하에서는 양호한 결과를 얻었으며, 부식층 표면에 형성된 부식물은 

LiMO2(M; Cr, Fe) 산화물로 조 한 보호피막으로 형성되었다.

  고온 리튬용융염계 산화성 분 기 공정에 용되는 장치재료를 선정하기 

한 평가 결과, Inconel 600 등은 Ni-base 오스테나이트 고용체 합 으로 

고온 강도와 내식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합 으로 명되었다. 특히 연신율, 

인장강도, 항복  등 기계  성질이 600 ℃ 부근까지 변화하지 않아 고온 환

경에서의 기계  성질이 우수하며, 각종 유기물  염류 등을 함유한 용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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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수한 내부식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특성에 의해 원자력발

소의 증기발생기의 열 이나, 다른 여러 산업의 고온 산화성 분 기에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750 ℃ 이상에서는 입계부식, 응력부식 균열 등의 국부 

부식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i2O 농도 3 wt% 이하에서 반 으로 Ni-base 합 의 부식속도가 Fe- 

base 합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 10% O2 산화성 분 기에서는 Ni- 

base인 Inconel 600이 가장 양호한 결과를 보 다.

고온 리튬용융염 반응시스템에 용되는 장치재료 요건

 용 환 경  용 환 경

고온리튬용융염계아르곤분 기 고온리튬용융염계산화성분 기

용환경 제한조건 용환경 제한조건

 ☞ 용환경: 아르곤분 기

 ☞ 용융염 Li2O 농도: ≤ 8 wt%

 ☞ 용온도: ≤ 750℃

 ☞ 부식속도: ≤ 0.25 mg/cm
2.hr

 ☞ 용환경: 산화성분 기

 ☞ 용융염 Li2O 농도: ≤ 3 wt%

 ☞ 혼합가스농도: ≤ Ar-10%O2

 ☞ 용온도: ≤ 750℃

 ☞ 부식속도: ≤ 0.35 mg/cm
2.hr

  

고온  부식특성 평가

 ☞ 고온특성 평가

 ☞ 부식특성 평가: 부식속도, 부식형태, 부식물형상, 조직 찰, 

                   합 원소 향

 ☞ 용 성특성 평가

 ☞ 내구성  장기건 성특성 평가

고온리튬용융염계 아르곤분 기 

반응시스템에 용될         

최  장치재료

고온리튬용융염계 산화성분 기 

반응시스템에 용될         

최  장치재료

스테인 스강 에서 316LN S.S. Inconel계 에서 Inconel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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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 kgU/batch 규모의 기화학  속 환 제조시스템 설계  제작

    본 과제에서 추진 인 사용후핵연료의 기화학  속 환 공정의 20 

kgU/batch 규모 hot cell 실증을 해서는, 실증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장

치로서 mock-up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ot cell 

실증에 비하여 원격조작 용이성과 장치 안 성에 을 두어 20 kgU/ 

batch 규모의 기화학  속 환 제조시스템을 설계, 제작하고 이를 시운

하 다. 장치는 5 kgU/batch 규모 기화학  속 환 제조시스템의 

mock-up test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속 환 처리량이 4 배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하 는데, 이때 hot cell의 공간 제약성을 감안하여 

최 한 장치 제원을 이고자 하 으며, 설계, 제작 요건  공정운  조건 

주로 기술하 다.

  (1) 장치 설계  제작

      5 kgU/batch 규모 기화학  속 환 제조시스템의 mock-up test

로부터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본 20 kgU/batch 규모 기화학  속 환 

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따라서 기본 으로는 동일한 극 시스템과 운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단지 원격조작 용이성과 장치 안 성 측면에서 수

정․보완이 이루어졌다. 본 장치는 내․외부 반응기  기 연을 한 알

루미나 도가니, 반응물 공 을 한 LiCl, Li2O, U3O8 주입 , 복합용융염을 

용융하기 한 가열로  반응기 내․외부 열 , DC 원 공 을 한 1 

개의 cathode와 6 개의 anode  기 극, 반응 과정에서 속 환율을 

측하기 한 시료 채취 , 반응 종료 후 매질로 사용한 LiCl-Li2O 복합용융

염을 반응기 외부로 이송하기 한 이송시스템, 반응기 내부를 제한  불활

성 분 기로 유지하기 한 아르곤 가스 공   배출  등으로 구성하

다. 장치의 부분별 상세설계, 제작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Fig. 3.211에 20 kg 

U/batch 규모 기화학  속 환 반응시스템의 상세설계도를 수록하 다.

   (가) 반응기

    ① 외부 반응기

       외부 반응기는 상단부가 O.D. 840 × I.D. 820 × 600H mm, 하단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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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 Electrochemical reduction system in the scale of 20 kgU/batch.

O.D. 700 × I.D. 680 × 800H mm가 되도록 두께 10 mm인 스테인 스 강

(STS-316)을 진원에 근 하게 말아서 안 을 V 홈으로  후 아르곤 분

기에서 용 하여 제작하 다. 반응기 면도 10 mm 두께의 STS-316 강

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용 하여 제작하 다.

  반응기 상부의 랜지는 두께 30 mm의 STS-316 강 을 이용하며, 외경 

1,000 mm  bolt circle diameter 950 mm로 하여 하단 랜지에 볼트(ø35 

× 60 mmH)를 연결하고, 상단 랜지 면에 홈을 서 볼트를 로 들어 

홈에 삽입한 후 트로 체결하여 기 을 유지하도록 제작하 다. 기  유지

를 해서는 ø950 × 15t mm 크기의 고온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O-ring을 

사용하 고, 트의 경우에는 pitch를 키우고 수나사(impact wrench에 의해 

분해조립이 가능한 원뿔 형태의 특수볼트)와의 유격을 충분히 주었다.

  폐용융염의 이송 불가 등의 비상조건에서, 극 등을 용융염 액  이상으



- 372 -

로 들어올릴 수 있는 가이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외부 반응기 상단부는 하

단부 보다 크게 가공, 제작하 으며, 반응기 내부의 기 을 유지하면서 상부

랜지를 상승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이드 은 ø15 mm이지만 나사산은 

ø20 mm 에 가능하면 pitch를 키워 가공하 고, 상부 랜지를 크 인을 

이용하여 용융염 액  이상으로 올린 다음 트로 체결하여 반응기 내부의 

기 을 유지하도록 하 다. 이때 packing 재료는 650 ℃의 온도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하 으며, 외부 반응기 하단부 가열시, 상단부로의 열 손실을 

방지하기 해서 상부 랜지의 가이드 원통 하단에 방열 을 설치하 다.

  상부 랜지를 크 인으로 상승시킬 수 있도록 상부 랜지 상단 네 군데

에 아이볼트를 용 하여 설치하 고, 이때 가이드 면의 ø20 mm 나사 

pitch 손상을 방지하기 해서 상부 랜지는 수평을 유지하면서 상승할 수 

있도록 하 다.

    ② 내부 반응기

       내부 반응기(O.D. 620 × I.D. 600 × 850H mm)는 LiCl-Li2O 용융염

계에서의 부식을 고려하여 5 kgU/batch 규모 장치에 사용되었던 STS-304 

신 Inconel 600 강 으로 진원에 근 하게 말아서 안 을 V 홈으로  후 

아르곤 분 기에서 용 하여 제작하 다. 반응기 면도 10 mm 두께의 

Inconel 600 강 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용 하여 제작하 다.

  반응기 상단에서 30 mm 아래에 가로 50 mm, 세로 30 mm의 사각형 구멍

을 90° 간격으로 4 개 내어, 폐용융염 이송 불가능 등의 비정상 운  조건에

서 고화된 용융염이 담긴 내부 반응기를 크 인을 이용하여 인출할 수 있도

록 하 다.

   (나) 상단 랜지

        LiCl  Li2O 주입 은 2" 이 (STS-316, Sch. No. 10, 길이 

1,000 mm)를 사용하여 설치하 다. 상단에는 2" full bore 볼 밸 와 함께 운

반용기와의 속을 용이하게 하기 한 암수 구조의 원뿔형 속시스템을 

부착하며, 운반용기 고정과 주입  기  유지는 90° 간격의 네 곳에서 고정

핀으로 고정한 후 트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 으며, 한 기 을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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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주입 에 존재하는 수분과 공기를 제거하기 한 아르곤 퍼지시스템도 

설치하 다. 염 주입 은 LiCl  Li2O의 순조로운 흐름을 확보하기 한 형

태로 제작하 으며, 반응기 내부(길이 700 mm)에 치하게 되는 하단부는 

LiCl  Li2O가 원활히 공 될 수 있도록 하기 해 네 방향으로 개하

다.

  폐용융염 이송장치는 기화학  속 환이 완료된 다음 반응기 내부의 

폐용융염을 압력차를 이용하여 후속공정(폐용융염 펠렛 제조장치)으로 이송

하는 장치로서, 1/2" 이 (STS-316, Sch. No. 20)를 사용하여 제작하 으

며, 폐용융염의 이송조작을 해서는 고온용 로  밸 를 이용하 다. 용

은 폐용융염 이송 과 로  밸 의 기  유지를 해서 안 으로 V 홈

을  후 아르곤 분 기에서 하 다. 한편, 이송 배 은 펠렛 제조장치를 아

래로 하는 경사각을 유지하여 배  내 잔류 용융염을 최소로 하 으며, 이송

과정에서의 용융염 응고 방지를 해서 반응기 내부에 치하는 부분(길이 

700 mm)을 포함한  배 에 이 을 이용한 매몰식 kanthal wire 히터를 

설치하고 이에 의해서 이송장치의 온도를 650 ℃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

록 하 다. 한 열 를 반응기 내부에 1 개, 고온용 밸 에 1 개, 이송  

 고온 유지에 취약성을 나타낼 것으로 단되는 부분에 2 개를 각각 설치

하여 온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상부 랜지에 직경 1/2"의 삽입구를 만들어 열 를 설치하 으며, 용융

염 온도를 측정하기 한 열 는 수직 방향으로는 용융염 간에 수평 방

향으로는 일체형 극 장치의 직경을 고려하여 가능한 반응기의 심에 

치하도록 하 다. 그리고 반응기 상하단 온도분포 측정을 해서 추가의 열

를 랜지 하단 700 mm 지 에 설치하 다. 열 의 상부 랜지로의 

삽입 부 는 핫셀 작업 용이성을 고려하여 반응기 면부에 치시켰으며, 

비정상 조건에서 최소한의 원격조작에 의한 열  교체를 해서 열  

이블에는 quick connector가 사용되었다.

  가열로  고온의 반응온도에 의한 류, 도  복사열로부터 반응기 상

부 랜지의 온도 상승과 주변 장치의 열 손상을 방지하기 하여 냉각시스

템을 설치하 으며, 이에 의하여 기  유지를 한 Teflon과 Viton O-ring을 

보호하기 해 50 ℃ 이하로 유지하며 열팽창으로 인한 속 부 의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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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 다. 냉각시스템은 외부 반응기 상부 랜지의 

상단과 하단에 설치하 다. 냉각시스템은 직경 824 mm × 높이 50 mm × 두

께 5 mm의 STS-316 강 으로 용 하여 제작하고 배 은 1/2" 이

(STS-316, Sch. No. 20)로 하 다. 공기 혹은 불활성 가스를 이용하여 반응

기 상부 랜지 온도를 공정운  에 150 ℃ 이하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배 의 최종단에는 원격작업에 의한 반응기 분해 조립이 용이하도록 

Flexible 호스  Quick connector를 사용하 다.

  기화학  속 환 반응기 내부압력 측정을 한 시스템으로 in situ 측

정용  압력발신기를 이용한 방법을 병행하여 설계, 제작하 다. 압력측정 

시스템은 상부 랜지 상단에 치하고 원격조립 용이성을 하여 연결 부

에는 quick connector를 설치하 으며 배 으로는 1/2" 이 (STS-316, 

Sch. No. 20)를 사용하 다. 휘발된 용융염의 압력측정 시스템으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해서 소량의 아르곤 가스를 공 하는 시스템을 부가 으로 설치

하 다.

  용융염 내 Li2O 농도를 측정하기 한 샘 링 장치를 설치하 다. ø8 mm

의 석  샘 링 과의 유격을 최소화하도록 1/2" tube(STS-316)와 볼 밸

를 사용하여 제작하 으며, 샘 링 의 도입시 외부 공기의 유입을 방지하

기 한 아르곤 퍼지 시스템을 설치하 다.

  LiCl 용융염에서의 Li2O 용해를 진하기 해서 교반장치를 2 개 설치하

다. 비정상 운  조건에서 교반기의 shaft와 impeller를 용융염 액  이상

으로 들어올렸을 때, 아르곤 가스 입,출구 배 을 최소한의 원격조작으로 분

리할 수 있도록 연결 부 는 quick connector를 사용하여 제작하 다. 한, 

교반기 회 축의 기 이 유지될 수 있도록 mechanical seal을 사용함으로써 

압력(2 kg/cm
2)  진공에 견딜 수 있도록 하 다. 교반기는 아르곤 가스에 

의해 동작되는 ø100 mm의 로펠라 형태로 교반속도는 0～500 rpm의 범

에서 조 이 가능하도록 하 다.

   (다) 가열로

       반응기 가열장치로는 반 개폐형인 매몰식 heater를 사용하 으며, 가

열로 온도는 반응기를 수직 방향의 3 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제어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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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 다. Kanthal wire를 이용한 기 항식 가열로 방식으로 440 V, 3상

의 원을 공 하여 0～1,200 ℃ 범 에서 온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라) 용융염 이송배   고온용 밸

       특수 제작한 로  타입 고온용 밸 (valve stroke: 9 mm, rated 

Cv: 16, packing 재질: molded graphite, body/bonnet/stem 재질: A182-F316)

를 사용하여 기화학  속 환장치에서 폐용융염 장탱크까지의 배

(1/2" 이 , STS-316, Sch. No. 20)  라인 heater를 제작하여 설치하

다. Fig. 3.212는 고온용 밸 의 개략도이다.

Fig. 3.212. Schematic diagram of the high temperature valve

                 for the molten salt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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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heater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매몰식 heater 방식으로 하고 배 연결 

부 에는 heating wire를 이 으로 매몰하여, 용융염 이송 과정에서  이송

의 온도를 650 ℃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고온 유지에 취약성

을 나타낼 것으로 단되는 고온용 밸   배 연결 부 에는 독립 으로 

온도제어를 하고자 하 다.

   (마) 산화 극

       산화 극의 연결 부분은 원격작업에 의해 조립  해체가 가능하도록 

5 kgU/batch 규모 장치의 연결방식을 수정, 보완하 다. 산화 극의 제원은 

ø30 × 40H mm로 6 개를 설치하 으며, 산화 극을 지지하기 해 ø20 × 

1500H mm의 STS-316 을 사용하 다. 산화 극 지지 와 산화 극의 연

결 부 는 세라믹 산화 극의 취약한 기계  물성을 고려하여, 암수 조립 방

식으로 하고 면에 설치한 ø10 mm 구멍에 핀을 넣어 고정시키도록 제작하

다.

  상부 랜지에는 Teflon 재질의 bushing을 설치하여 볼트로 체결하며, 

Teflon과 Vition O-ring을 사용하여 기 을 유지하도록 제작하 으며, 산화

극 지지 와 상부 랜지 사이의 연은 산화 극을 알루미나 으로 감

싸는 방식으로 하 다.

   (바) 환원 극

       기화학  속 환 장치의 cathode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 

STS -316 재질의 conductor, 그리고 우라늄 산화물로 구성된다.

  Conductor 상단부는 ø20 × 900L mm의 STS-316 , 하단부는 2" 이

(STS-316, Sch. No. 20, 길이 350 mm)로 구성되며, U3O8 분말 공  시 흐

름성을 좋게 하기 해서 2" 이  상단부를 30° 각으로 가공하 고, ø20 

mm 과 2" 이 의 연결 부 는 산화피막 생성을 방지하기 해서 아르

곤 분 기에서 용 하 다.

  산화분말 투입구는 1/2" 이 (STS-316, Sch. No. 10, 길이 1,000 mm)를 

사용하 으며, 마그네시아 필터 지지용 이 (O.D. 114 mm, I.D. 108 mm) 

상단에 cathode conductor와 같이 설치하 다. Cathode conductor는 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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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50 mm로 설치하여 우라늄 산화분말 투입구가 필터 지지용 이  내경과 

cathode conductor 외경 사이가 되게 하며, 산화분말 투입구는 cathode 

conductor 상단부 설치를 고려하여 약 15° 각을 주어 설치하 다.

  마그네시아 필터를 지지하기 해 4" 이 (STS-316, Sch. No. 10, 길이 

1,000 mm)를 사용하 으며, 하단부는 마그네시아 필터 하우징을 에서 

로 마그네시아 필터 지지부 이 에 끼워 넣고 돌린 다음 핀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가공하 다. 마그네시아 필터 지지 이 는 상단 랜지 앙에 

치하며 고온과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Viton O-ring(ø110×10T mm) 4 개 

는 Teflon과 Viton O-ring 삽입 후 랜지 볼트 부분은 열을 해 

bushing 티를 Teflon으로 가공한 후 설치 조립하도록 하 다.

  마그네시아 필터는 O.D. 200 × I.D. 180 × 450H mm의 규격을 사용하 으

며, 마그네시아 필터 하우징은 Inconel 600 재질의 강 으로 O.D. 230 × I.D. 

210 × 440H mm가 되도록 진원에 근 하게 말아서 아르곤 분 기에서 용

하 다. 하우징 면은 폭 50 mm, 길이 260 mm의 홈을 7 개소 가공하 으

며, 잔류 용융염의 응고에 의해 필터 분리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해서, 산화분말 투입구와 필터 하우징의 연결 부 는 용융염 액  이상에 

치하도록 제작하 다. 우라늄 산화분말 투입 시 분말의 비산을 방지하기 

해서 필터 윗면 치의 필터 하우징과 마그네시아 필터 사이에 1 회용 

O-ring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하 다.

  (2) 공정 운 차

     본 20 kgU/batch 규모 기화학  속 환 시스템의 공정 운 차

를 5 kgU/batch 규모 기화학  속 환 시스템 운  경험에 근거하여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Fig. 3.213).

  - 반응물 비: UO2 펠렛을 voloxidation하여 U3O8 분말을 제조하고 LiCl 

 Li2O는 불활성 분 기 로 박스에서 계량  , 포장

  - 반응장치 조립: 외부 반응기에 알루미나 도가니와 내부 반응기를 설치하

고 반응기 상부 랜지 속부에는 극, 열 , 압력계, 교반기 등을 

장착하며, 1.5 kg/cm2G 아르곤 가스 공   압력계 변화를 찰함으로

써 반응기 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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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 Operation of the 20 kgU/batch scale electrochemical reduction

           system.

  - 반응물 공 : U3O8 분말을 반응기 상부 랜지 투입구를 통해 환원 극

부에 공 하고 LiCl 분말을 반응기 하부 랜지 투입구를 통해 내부 반

응기에 공

  - 반응기 가열  반응기 내부 산소  수분 제거: 아르곤 가스를 공 하

며 상온 → 300 ℃ → 650 ℃의 2 단계로 승온하며, 상온  각 단계 온

도에 도달하면 1.5 kg/cm
2G 아르곤 가스를 이용하여 내부 반응기 10 회 

purge

  - Li2O-LiCl 복합용융염 제조: Li2O 분말을 하부 랜지 투입구를 통해 내

부 반응기에 공 하고 교반기를 작동하며,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샘 링 

장치로 염 샘 을 채취하여 Li2O 농도 측정

  - 해반응: Potentiostat에 의한 정 류  아르곤 가스를 공 하며 650 

℃에서 해반응을 수행하며 chronopotentiogram과 염 샘  채취/ 정 

통한 Li2O 농도 측정으로 반응진행 상태 찰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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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응 종료후 처리: Chronopotentiogram과 Li2O 농도 측정으로 해반응 

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폐용융염을 650 ℃에서 감압 이송법에 의해 용융

염 펠렛제조 장치로 이송한 후 아르곤 가스 분 기에서 반응시스템을 

상온으로 냉각  반응기 해체/제염

  - 분석을 해 속 환체 일부를 채취하고 회수된 속 환체를 smelter

로 이송

  (3) 해반응

     본 20 kgU/batch 규모 기화학  속 환 시스템에서도 5 kgU/ 

batch 규모 기화학  속 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해반응의 속도를 

조 할 수 있는 정 류 공 기법인 chronopotentiometry로 해반응을 수행

할 것이다. 이때 해 셀 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산화 극과 환원

극 간의 거리에 따른 용융염에서의 항, 용융염 속의 Li2O 농도, 우라늄 산

화물 층과 마그네시아 용기의 두께, 해반응의 구동력으로서의 산화 극과 

환원 극에서의 과 압 등을 설정할 수 있다. 각각의 인자가 셀 에 미치

는 향을 측하여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본 20 kgU3O8/batch 해 셀에서 환원 극 부의 속 conductor와 산화

극 사이의 거리는 12.5 cm이다. 기 도가 Li+와 Cl- 이온에 의해서만 이

루어진다고 가정하고, LiCl의 650 ℃에서의 항 0.169 Ω․cm을 이용하여 용

융염에 의한 압강하를 계산하면 아래 식과 같다. 를 들어, 공정이 100 

mA/cm2의 류 도에서 이루어진다면 용융염에 의한 압강하는 0.211 V가 

될 것이다.

압강하(V) = 0.169(Ω․cm) × 12.5(cm) × 류 도(A/cm
2

)

  기화학  속 환 공정이 Li2O의 해를 거치는 간  해로 수행된다

면, Li2O 분해 압이 해 셀 를 결정하는 핵심 인자가 될 것이다. 산화

극에서 배출되는 산소와 환원 극에서 생성되는 리튬의 activity를 모두 1

로 가정한다면, Li2O의 이론 분해 압은 해장치의 규모에 계없이 Nernst 

식에 의하여 Li2O 농도에 의존하게 된다. 아래 식은 650 ℃ 반응온도에서 

Li2O 분해 압의 몰농도 의존성을 나타내었다.



- 380 -

E = -2.47 + 0.0398 × ln(9.47 × XLi2O - 8.47 × X2
Li2O)

  40 gU/batch 규모 장치와 5 kgU/batch 규모 기화학  속 환 시스템

에서의 셀  비교에 의하여 우라늄 산화물 층과 마그네시아 용기 두께가 

각각 3 cm와 0.8 cm인 5 kgU/batch 해 셀에서의 격막 항이 0.08 V 이

하임을 련 부분에서 기술한 바 있다. 본 20 kgU/batch 규모 기화학  

속 환 시스템에서 우라늄 산화물 층과 마그네시아 용기 두께는 각각 6 

cm와 0.8 cm이다. 염이 우라늄 산화물 분말 사이로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

으므로 우라늄 산화물 층 두께가 커짐에 따라서 항이 커지는 효과는 미미

하고, 단지 마그네시아 용기 내부의 산소이온이 마그네시아 용기 밖의 용융

염 bulk로 확산되는 속도만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5 kgU/batch 장치와 20 

kgU/batch 장치에서 마그네시아 용기 두께는 동일하다는 을 감안한다면 

20 kgU/batch 규모 해 셀에서 격막 항에 의한 항감소는 0.08 V 이하

일 것으로 측된다.

  5 kgU/batch 규모 기화학  속 환 시스템 해석에서 환원 극에 인가

되는 과 압 η가 lni에 비례함을 나타낸 바 있다. 이때, 구한 교환 류 io = 

8.12 A, transfer coefficient α = 0.17이 20 kgU/batch 규모 해 셀에서의 

해반응에도 용된다고 가정하면, 인가 류와 환원 극 과 압 간의 상

계를 나타내는 아래 식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런데 본 기화학  속 환 

제조시스템의 환원 극 특성이 해반응의 진행과 함께 변한다는 을 이 

식에서는 간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만 한다.

n=
RT
αF

ln i o  - 
RT
αF

ln i =0.980 - 0.468ln i

  산화 극에서는 산화반응과 함께 산소가 발생하므로 극이 고온 용융염 

환경에서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해반응의 구동력으로서의 산화 극 

과 압과 극 항 증가에 따른 압강하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특히, 20 

kgU/batch 규모 해셀에서는 기존의 백  재질 산화 극을 극 안정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세라믹 산화 극으로 교체하려고 하므로, 산화 극 과 압 

측은 최 화된 세라믹 산화 극에 기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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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잉고트 제조시스템

    사용후핵연료의 산화물 분말을 LiCl 용융염계에서 리튬 속으로 환원하

는 공정은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으로 인한 부피 감용 외에도 방사능  

발열량을 일 수 있는 장 들을 제공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를 속으로 

환하여 장․ 리할 경우에는 장시설 규모의 축소와 함께 장 안 성이 

향상되므로 사용후핵연료의 효율  장기 안 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U3O8-LiCl-Li2O계의 복합용융염계로부터 기화학  환원기술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산화물을 환원하여 속 분말로 환하고 이를 분리, 회수하여 

장하기 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생성된 속 분말 우라늄을 용융하여 잉

고트로 제조하기 한 장치를 고안하여 20 kgU/batch 규모의 잉고트 제조시

스템을 설계, 제작하 으며, 장치개념에 한 실험  검증과 실증장치의 설

계에 요구되는 기 자료를 확보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우라늄 속분말을 1,300 ℃ 이상의 온도 조건에서 용융시키기 한 가열

방식으로는 유도가열 방식을 채택하 으며, 기 에서 우라늄 속분말이 

쉽게 산화하는 성질을 고려하여 불활성 분 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공 반

응기를 제작하 다. 한 추후 사용후핵연료를 취 하게 될 본 장치의 원격 

조작성  핫셀 용성을 시험하기 하여 시료의 장입  회수를 제외한 

모든 작업이 원격으로 조작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제작하 고, 이의 성능평

가는 구리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1) 잉고트 제조 시스템의 공정개념

     본 과제에서 개발 인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방법은 기화학  

환원기술에 의하여 U3O8-LiCl-Li2O 복합용융염계로부터 우라늄 산화물을 우

라늄 속으로 환시키는 방법이다. 이 때 생성되는 속 우라늄은 분말형

태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를 속 환 장치로부터 회수하여 용융  응고 과

정을 거쳐 속 잉고트로 만들 수 있다. 우라늄 속분말은 기 에서는 

산화하기 쉬운 특성이 있으므로 우라늄 속 용융 장치는 내부의 불활성 분

기 유지와 더불어 폐된 조건에서 취 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

다. 한 우라늄 속의 용융 은 1,130 ℃로서 용융염과 혼합되어 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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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용융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여야 용융될 것으로 단되므로 

1,300 ℃ 이상의 온도를 얻을 수 있는 가열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용한 잉고트 제조시스템의 장치 구성도를 Fig. 3.214에 나

타내었다. 가열장치로는 비교  쉽게 고온을 얻을 수 있는 고주  유도가열

방식의 용해장치를 채택하 고, 반응기는 석 을 이용한 진공용해로 방식

을 용하 다. 석 은 이 을 사용하여 이  사이에 냉각수를 순환시

켜 냉각시킴으로써 고온에 의해 장치들이 변형이 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

다. 진공용해로 내부의 용탕으로는 탄소 도가니를 사용하여 유도가열에 의

해 발열되도록 하고 이 열이 속 분말을 용해시킬 수 있도록 하 다. 

U3O8-LiCl-Li2O 복합용융염계는 가열하게 되면 리튬 용융염이 증발하게 되

므로 이를 포집할 수 있도록 용해로 배출구에 cold trap을 설치한다.

  한편, 원격조작에 의한 핫셀 조업에 비하기 하여 시료의 장입, 회수를 

제외한 작업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용탕부가 진공용해로 상하로 버튼 조

작에 의해 움직이도록 설계하 다.

Fig. 3.214. Flow diagram of the ingot pro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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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속의 용해  잉고트 제조기술

     고주  유도용해는 산소 는 질소가 없는 불활성 분 기에서 용융되

어야 할 재료를 해 개발되어 superalloy의 용융에 성공 으로 용되었고 

속간 화합물에도 응용되고 있다. 유도로 용해의 주요 장 은 휘발성 불순

물들을 표면으로 이동시켜 정련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용탕 교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품의 미세 조직은 추후 냉간  열간 가공에 치 못하

다. 일반 인 고주  유도용해 공정에서는, 용탕은 고정된 잉고트 몰드에 부

어지며 결과 인 응고 조직의 비균질성의 거  편석은 다시 추후에 용융 공

정을 거쳐야 할 정도이다. 한편 속간 화합물의 진공, 는 기 의 유도 

용해도 직 인 캐스 에 성공 으로 용되었다. 즉 Ni-Al 속간 화합물

들에서, 기유도 용해에서 Al은 95%의 회수를,  Cr, Zr, B 들의 합 원소

들은 100%의 회수를 보 다. 그러나 일반 으로 산화 개재물들이 연성과 피

로 성질에 큰 향을 주기 때문에 진공에서의 유도용해가 선호되는 공정이

다.

  잉고트 제조 후 가공이 요구될 때는, 가공하기 쉬운 미세등축 조직을 얻기 

해 아닐링이 행해진다. 1 차 아닐링 후에 보이는 비균질성에 해서도 주

의가 요구된다. 즉 후 열가공 작업 에 2 차 아닐링이 요구되기도 한다.

  TiAl 터빈휠을 고주  유도용해와 압 주조법으로 주조된 사례도 있다. 

이 공정은 기본 으로 3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진공 하에서의 용해 후 

단 된 계는 Ar으로 채워진다. 몰드에 부착된 snorkel이 metal pool에 담겨

지고 몰드에 진공을 걸어주면 용탕이 몰드 내로 장입된다. 마지막으로 몰드 

내의 용탕이 응고된 후 진공을 제거함으로써 남은 용탕은 다시 노내로 떨어

진다.

  고온 합 들의 유도로 용해시 한 도가니 선택이 매우 요하다. Ni- 

Al 속간 화합물에는 지르코니아나 알루미나 도가니가 사용되어 왔으나, 이

들이 열충격에 민감하여 반복 사용에 한계가 있다. Ti계는 Ti가 반응성이 높

아 더욱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해 용융 속을 유도 코일내

에 자력을 이용하여 띄워 용융시키는 기술이 개발되기도 하 다. 이 방법은 

도가니의 필요성을 없앴고 특히 superalloy나 속간 화합물의 용해에 매우 

유망하다. 더욱이 자력장에서의 부수 효과인 교반 효과로 조직이 미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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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얻을 수 있다.

  (3) 장치의 설계  제작

   (가) 진공 용해로

       용해로의 기본규격은 용해 용량을 우라늄 기 으로 최  20 kg으로 

하며, 크기는 700W×700D×1,700H mm이다. 이  형태의 석 을 사용하

여 진공용해로를 제작하고 기타의 재질은 STS-304L을 사용하여 제작하 으

며, 진공 용해로의 제작도면을 Fig. 3.215에 나타내었다.

  진공 챔버의 규격은 ø220×450, ø290×440의 2  수냉 방식이며, 외부 

임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하 으며, 랜지 사양은 KS, JIS 규격 O- 

ring을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하 다. 진공 챔버는 용해로의 주요 공정을 

수행하는 주 진공 unit로서 본체 연결  각종 주변기기 연결용 랜지가 부

착되며, base frame, 챔버 받침 와 일체형으로 제작하며, compact 하면서도 

소하지 않은 챔버 내부 배치로 효율  보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

작하 다.

Fig. 3.215. Drawing of the smelter of uranium metal powders.



- 385 -

진공 챔버 내의 도달 진공도는 상온에서 빈 용기 기 으로 10-3 torr이며, 탄

소도가니를 사용할 경우의 진공도는 10-3 torr 이하가 되도록 하 으며, 진공 

배기용 펌 로는 요동 피스톤형 rotary vacuum pump를 사용하 다. 배기 

속도는 상온에서 빈 용기 기 으로 30 분 이내에 5×10-3 torr의 진공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만족할 수 있는 displacement speed는 250 

liter/min이다. 진공 배기계의 진공도를 측정하기 한 장비로서 진공계를 설

치하 다. 진공계의 사양은 측정범 : 1000～1×10-4 torr, 측정오차: full scale

의 2% 이내이다.

  진공 배기계의 펌   밸  등을 연결하는 배 은 진공 배 을 하 으며, 

진공 챔버와 유도가열 시스템의 냉각장치는 재 mock-up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품을 사용하도록 하 으며, 상부 랜지에는 아르곤 인입, 배출

을 설치하여 진공 챔버를 통하여 아르곤 가스를 흘러 보냄으로써 진공 챔버 

내부를 불활성 분 기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우라늄 속분말은 LiCl-Li2O-U3O8 용융염계에서의 생성물로서, LiCl-Li2O 

용융염이 표면에 일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용융염은 우라늄 속분말의 가

열 용융 과정에서 증발된다. 따라서 증발되는 용융염을 포집할 수 있는 cold 

trap을 설치하 다.

   (나) 고주  유도 가열장치

       고주  유도장치는 속에 고주  원을 인가하여 속체에 발생하

는 히스테리시스 손실  유도 류(induction current)에 의한 와 류(eddy 

current)를 이용하여 발열하는 장치이다. 고주  원으로서 필요한 조건으로

는 첫째, 높은 주 수의 교류(AC)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고주 라 

함은 무선 주 수처럼 높은 주 수가 아니고 사용 주 수보다 높다는 의미

로 1～500 kHz 정도까지 사용된다. 둘째, 용량이 큰 고주  원이어야 한

다. 유도가열은  에 지를 피 가열물에 집결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도장치는 일반 무선 통신용 장치와는 다른 용량의 원이 

필요하다. 이런 을 고려하여 본 장치에서는 인입 압으로 AC 440 V, 3

상, 60 Hz의 교류를 사용한다. 인입 력은 65 kW 이상으로 하며, 제 1종과 

특 3종의 지 항을 갖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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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주  유도의 특성상 과도 상이 도록 한다. 1 회 처리 시간이 짧은 

경우를 비하여 고주  원도 단시간 내에 ON-OFF 할 수 있도록 과도 

상이 은 원을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한 극히 낮은 부하 임피던스에 

응할 수 있어야 하며, 각종의 부하에 용이하게 정합될 수 있도록 하고, 부

하 임피던스의 변화에 응하도록 설계하 다.

  고주  유도 가열장치의 냉각 시스템으로는 인버터 냉각수 펌 , 노체 냉

각용 펌 , 엔진 펌 가 있다. 인버터 냉각수 펌 는 인버터의 냉각을 담당

하며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노체 냉각용 펌 는 인버터 냉각수 펌 와 

같이 동작되도록 한다. 엔진 펌 는 작업  기의 정 이 되었을 때 노체 

내에 용탕물이 있을 시 코일이 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시 가동시키는 

펌 이다.

   (다) 탄소 도가니

       도가니 재료는 G-330  이상의 흑연을 사용하고, 고주  류의 침

투 깊이를 고려하여 두께를 10 mm로 하고 유도가열에 의해 도가니가 가열

됨으로써 발열체 역할을 하여 내용물인 우라늄 속분말이 가열되도록 한다. 

도가니의 크기는 우라늄 속 분말 20 kg을 기 으로 장입 충진율이 약 

50% 정도 되도록 내용 이 약 2,500 cm3가 되도록 제작하 다.

  우라늄 속분말이 용융되고 상온으로 냉각되어 우라늄 잉고트로 변환되

었을 때, 잉고트가 도가니로부터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도가니의 내부는 경

사도를 갖게 제작하고 한 용탕과의 반응에 의해 탄소가 혼입되는 것을 방

지하기 하여 ZrO2가 주성분인 holcote를 도가니 내부에 도포하여 사용하도

록 하 다.

   (라) 용해로 이송시스템

       용해로 이송시스템은 본 우라늄 속 용융장치를 원격조작에 의한 

조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라늄 속분말의 탄소도가니를 자동으로 상하 

이동시키는 부속장치로서, 본 장치를 핫셀 조업에 용하 을 때를 고려하여 

원격조작 개념을 최 한 반 하여 제작하 다. 이동 unit는 saddle에 안착된 

탄소도가니를 모터의 작동에 의하여 상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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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탄소도가니의 장착  탈착이 용이하도록 하

다. 진공 챔버를 상부로 이동하여 탄소도가니  용해로가 장착되었을 때 진

공 챔버는 기 유지가 되어야 하며, 상기 진공 챔버 부분에서 명시한 진공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상하 이동 시 진동  불안정한 작동에 

의하여 도가니가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제작하 다.

   (마) 구조물과 배   배선

       진공용해 장치는 구조형 형강(STS-304L)을 이용하여 frame을 설치

하고, 모터, 용융로, 도가니 등을 견고하게 지지하도록 하 으며, 유지보수를 

한 장치의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었다. 특히 1,300 ℃ 이상의 고

온에서 열팽창으로 인한 용융로  구조물의 변형이 가지 않도록 설치되었

다.

  각종 배   배선 역시 frame을 이용하여 지지한다. 배   배선은 장치 

구조물을 이용하여 지지하며, 유지보수를 한 장치의 탈/부착시 서로 간섭

되지 않도록 설치하 다. Ar 가스 공   선의 연결부 는 quick 

connector를 사용하 고, 폐공간의 벽체를 통하는 경우에는, Ar 가스 공

은 이  용 에 의해, 선 은 feedthrough connector에 의해 연결하

다.

   (사) 제어반

       제어반은 “우라늄 속 용융장치”의 모든 작동상태  조건 등을 나

타낼 수 있는 각종 계기류와 조작용 스 치로 구성되었으며, 고주  유도 가

열장치의 제어반과는 별도로 제작되었다. 제어반의 입력 압은 440 V, 3 상

이며, 각종 모터의 동력  계기 조작에 요구되는 압으로 구성하 다.

  (4) 우라늄 속 용해장치의 시운

     설계 제작한 잉고트 제조시스템의 성능시험을 해서 구리를 원료로 

사용하여 시운 을 실시하 다. Fig. 3.216에 제작한 우라늄 속 용해장치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시운 에서는 주로 진공배기 성능, 고주  유도가열  용해 장치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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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상태와 시료 장입부의 상하 작동 여부, 가열 장치의 성능  용해 

제조된 잉고트의 성형 상태를 찰하 다.

  진공 배기 성능은 진공펌 (rotary pump)를 작동한 후 10 분 후에 2.5× 

10-2 torr에 도달하 으며, 30 분 후에는 30 mtorr 이하의 진공을 보 다. 기

시험에서는 30 mtorr의 진공에서 10 분 후에 33 mtorr로 거의 압력변화가 

없었고, 이러한 성능은 우라늄 속분말을 산화됨이 없이 용해시키는데 충분

한 것으로 단된다.

Fig. 3.216. Photograph of the sm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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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해장치의 성능시험을 해서 약 3.5 kg의 구리조각(Fig. 3.217)을 탄소도

가니에 장입하여 잉고트로 제작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진공 챔버 내의 탄소도가니 하부 받침 로 사용하는 마그네시아 도가니의 

열충격에 의한 손을 방지하기 해서는 가열속도가 시간당 300 ℃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고주  발진기에 공 되는 압의 양을 조 하여 서서히 

가열되도록 하 다. Fig. 3.218에 시간에 따른 설정온도와 이에 따라 나타나

는 실제 반응기 내부의 온도를 도시하 다. 이때 유도로는 략 5～8 kW의 

출력을 나타냈는데, 최종 온도인 1,200 ℃의 정상상태에서는 략 6 kW의 

출력을 나타내었다. 실제 공운  상태의 가열시험에서는 유도로 출력을 최

로 조 하 을 경우에  장치의 최 온도로 생각되는 1,500 ℃까지 승온에 

필요한 시간이 약 30 분으로서 가열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단된다.

Fig. 3.217. Photograph of the copper fra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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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8. Temperature profile of the smelter during heating.

  Fig. 3.218과 같이 승온을 하여 1,200 ℃에 도달한 후, 약 15 분을 유지하

여 구리 조각들을 용융하 다. 순수한 구리의 용융 은 1,080 ℃로서 이보다 

120 ℃ 높은 온도에서 15 분 동안 가열하면 충분히 용융이 되어 잉고트로 

만들어질 것으로 상되었다. 가열 후 유도가열로의 원을 차단하여 자연 

냉각을 하여 상온으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료 장입부를 해체하여 구리 

잉고트를 회수하 다. 자연 냉각으로 상온까지 온도가 떨어지는 시간은 략 

10 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Fig. 3.219에는 회수한 구리 잉고트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온에서 자연 

냉각으로 인해 격한 온도의 하강에 의한 부피축소로 말미암아 잉고트의 

 부분에는 다소의 수축공  기공 등이 발생하기는 하 으나 체 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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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9. Photograph of the produced copper ingot.

는 아주 매끈한 형태의 잉고트가 제작되었다. 이러한 수축공들은 냉각 과정

에서 온도 구배를 히 제어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을 것이며, 체 으로 

결함이 없고 양호한 잉고트의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시운   성능평가를 통하여 산화성이 높은 속 분말을 안 하게 잉고

트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기술을 이용하여 특히 

사용후핵연료를 환원하여 얻을 수 있는 속 환체를 장하기 쉬운 형태인 

속  는 원추의 형태로 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5) 우라늄 속 용융장치의 운 차서

     시운   성능 평가과정을 토 로 마련된 우라늄 속 용융장치의 운

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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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진공챔버

 1. 운 시작 에 기계의 정지 상태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한다.

   i) 진공 밸 는 닫  있음.

   ii) 용융장치의 면부 조작 넬에 있는 모든 스 치는 OFF 상태.

   iii) 냉각수 밸  닫  있음.

   iv) 밸 조작용 압축공기 밸 는 열려 있음.

 2. 냉각시스템을 작동한다.

   i) 냉각수 라인의 밸 를 연다.

   ii) 냉각수 탱크 에 설치된 순환펌 를 작동시킨다.

 3. 면부 조작 넬에 있는 주 원 스 치(main breaker)를 ON.

 4. 진공 기용 vent 밸 를 연다(VENT V/V OPEN).

 5. 버를 오른쪽으로 작동하여 시료 장입부를 하강시킨다.

    (Door Flange Down)

 6. 시료 장입부의 탄소도가니에 시료를 장입한다.

 7. 버를 왼쪽으로 작동하여 시료 장입부가 가열로 앙에 치하도록 상

승시킨다(Door Flange Up).

 8. Vent 밸 를 닫는다(VENT V.V CLOSE).

 9. 진공펌 를 작동시킨다(Rotary Pump ON).

 10. 진공밸 를 연다(Vacuum V/V ON).

 11. Geissler로 설여부 확인  진공 게이지로 진공도 확인한다.

     (이 때 진공도는 30 mtorr 이하여야 한다.)

 12. 진공상태의 조업이 아니고 아르곤 가스를 계속 공 /배출시키며 조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vacuum 게이지를 OFF 한 후 vacuum 밸 를 닫

고 아르곤 가스를 공 하도록 한다.

   i) Gas outlet V/V를 연다.

   ii) Gas inlet V/V를 연다.

   iii) 배출부의 니들 밸 와 입구의 유량계를 이용하여 압력을 조 한다.

 13. 유도가열을 시작한다.

II. 유도가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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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도가열을 시작하기 에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i) 면 상단부의 원 램  등 확인.

   ii) NFB1(주 원 차단기)과 NFB2(조작 원 차단기)의 OFF 상태 확인.

   iii) 출력 조정 volume 이 “0” 상태.

   iv) Key 스 치 OFF 상태.

   v) 장비 내부에 냉각수 순환되고 있는지 확인(1.5～5 kgf/cm2)

   vi) 기기 내부  외부에 냉각수가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

   vii) 에바콘 냉각수 보충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

 2. NFB2(조작 원 차단기) ON 하고 다음을 확인한다.

   i) 모니터의 원과 출력 제어 램 의 등.

   ii) Stop 램 의 등.

   iii) 이상 발생 시에는 가열 정지  경보 정지 스 치를 러 다.

   iv) 이상 발생 해제 시에는 복귀(RESET) 버튼을 른다.

 3. NFB1(주 원 차단기) ON.

    - Trip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이때에는 이상 감지부의 이상을 확인.

 4. 콘버터를 기동한다.

   i) DC 압계가 600 V를 가리킨다.

   ii) 모니터에 비 완료 램 가 등한다.

 5. 가열기동 버튼을 른다.

   i) 모니터에 가열  램 가 등한다.

   ii) Frequency meter 가 1,000 Hz를 지시한다.

   iii) 이때 청각에 고주  발진음이 들린다.

 6. 출력되는 력과 frequency meter를 보아가면서 power control volume

을 조 한다(Maximum power 50 kW).

 7. 작업상황에 따라 작업 운 을 수동이나 자동으로 맞춘다.

III) 유도가열로의 작업 종료

 1. Power control volume을 0 으로 내린다.

 2. 가열정지 버튼을 른다.

 3. 콘버터 정지 버튼을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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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 원 차단기(NFB1)을 내린다.

 5. 조작 원 Key 스 치를 정지시킨다.

 6. 조작 원 차단기(NFB2)를 내린다.

 7. 장비 내부에 이상 부 가 없는지 확인한다.

IV) 진공 챔버의 작업 종료

 1. 진공 게이지의 스 치를 OFF.

 2. Vacuum V/V OFF.

 3. 진공 펌 의 스 치 OFF.

 4. Vent V/V OPEN.

 5. 오른쪽 버 작동하여 시료 장입부를 하강시킴.

 6. 시료  탄소 도가니를 꺼낸다.

 7. 버 작동하여 시료 장입부를 상승시킴.

 8. Vent V/V CLOSE.

 9. Main breaker OFF.

 10. 냉각 순환펌 를 OFF 시키고, 냉각수 시스템 차단.

주의 사항

1. 시료 장입부의 탄소 도가니가 산화되어 타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진공펌 를 작동하여 진공도가 30 mtorr 이하가 되었을 때 가열을 시

작한다.

   - 가열 실험이 끝난 후 진공을 기할 경우에는 시스템 내부의 온도가 

200 ℃ 이하로 냉각이 된 후에 진공을 기한다.

2. 인터록이 발생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반드시 RESET 버튼을 러 주

어야 한다.

3. 펌 의 오일이 역류되어 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밸 의 조작순서

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진공을 걸 때: 1) 진공펌  ON, 2) Vacuum 밸  OPEN

   - 진공을 기할 때: 1) Vacuum 밸  CLOSE, 2) 진공펌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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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주요 핵종의 기화학  거동 평가

 가. 일체형 cathode 극에서 AM, AEM 산화물의 물질 달 특성 평가

  (1) 개요

     Voloxidation 공정을 거쳐 분말화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구성 성분

들은 기환원 공정의 일체형 환원 극(cathode) 내에 충 되어 고온 LiCl- 

Li2O 용융염계에서 기 , 화학  환원 분 기에 놓여지게 된다. 이 때, 각 

구성 성분은 용융염에 한 화학  반응 특성  기  퍼텐셜 차이에 의

해 각기 안정 인 형태로 변화하며 그 결과 크게 세 가지의 최종  형태를 

상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U  TRU 원소들로 산소 원자를 잃어 환원된 

속 형태로 환원 극을 구성하는 다공성 필터 내에서 회수되어 해정련 

공정으로 보내지는 것들이다. 두 번째는 기  환원 과정이 종결되었을 때 

용융염에 용해되어 용융염과 함께 재순환되는 알카리  알카리토 속 계

열 원소들로 용융염의 재순환 이  일정 수  이하의 농도를 유지시킬 목

으로 제거된다. 마지막으로 희토류 원소들은 산화리튬과 상호 작용을 통해 

일부는 반응하여 염화리튬에 소량 용해되며 일부는 환원 극 내에 잔존하게 

된다.

  고방열성 핵종인 Cs과 Sr의 사용후핵연료 내에서의 조성은 연소도와 냉각 

기간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Table 3.39에 정리한 것과 같이 체 인 양을 

기 으로 단하면 상 으로 낮은 값을 나타낸다. 그러나 Table 3.40에 나

타낸 바와 같이 방사성 독성은 다른 핵종에 비해 상당히 큰 주요 제거 상 

핵종들이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 핵종들과 붕괴생성물에 의해 

장소에서 발생하는 열 부하는 Fig. 3.220에서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열 부

하의 60% 이상을 차지한다[42]. 따라서 Cs, Sr의 제거는 장소의 공간 활용 

효율성을 증 시키며 냉각 형태 등과 같은 장소 설계 요소에 향을 미치

게 된다. 미국의 경우 Cs, Sr과 minor actinide들을 사용후핵연료 처리 과정

에서 분리 제거함으로서 75 년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 Yucca Mountain 장

소의 강제 환기의 필요성이 배제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43].

  리튬환원 공정에서 이들 핵종의 산화물들은 염화리튬과 반응함으로서 염

화물로 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3], Table 3.41에서 보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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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9. Composition of Spent Nuclear Fuel(Contents of 1 ton PWR

             Fuel at 50 MWd/kg Burnup after Cooling for 10 years)

Nuclide Amount (kg) Nuclide Amount (kg)

U 955.4 Sr-90 0.7

Pu 8.5 I-129 0.2

Np 0.5 Tc-99 0.8

Am 1.6 Se-79 0.006

Cm 0.02 Mo isotopes 3.4

Lanthanides 10.1 Ru isotopes 2.2

Cs-137 1.5 Rh isotopes 0.4

Cs-135 0.3 Pd isotopes 1.4

Table 3.40. Principal Contributors to the Radiotoxicity of PWR Spent Fuel

Isotope Sv/tonne Isotope Sv/tonne Isotope Sv/tonne

U-236 6.0E+02 Sr-90 9.2E+07 Y-90 8.9E+06

U-238 5.0E+02 Cs-134 1.4E+07 Ce-144 3.7E+04

Np-237 3.0E+03 Cs-137 6.3E+07 Pr-144 3.5E+02

Pu-238 3.5E+07 Pm-147 6.6E+04

Pu-239 2.8E+06 Sm-151 5.0E+03

Pu-241 2.0E+07 Eu-154 8.7E+05

Pu-242 2.0E+04 Eu-155 1.5E+04

Am-241 1.9E+07 Ru-106 2.0E+05

Am-243 7.7E+05

Cm-244 4.9E+07

Table 3.41. Standard State Reaction Gibbs Energy Changes of AM and

            AEM Oxides in Molten LiCl

Reactions T(℃) ΔG(kJ/㏖)

2LiCl(l)+Cs2O(l)* ↔ Li2O(s)+2CsCl(s)
650 -294.6005

700 -291.9235

2LiCl(l)+SrO(s) ↔ Li2O(s)+SrCl2(s)
650 5.6266

700 9.2931

2LiCl(l)+BaO(s) ↔ Li2O(s)+BaCl2(s)
650 -55.4906

700 -51.2391

 *Extrapolat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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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0. Expected heat load contributors in U.S. spent fuel inventory.

표 상태 반응 깁스에 지 변화를 계산한 결과 공정온도(650 ℃)를 포함하는 

일정 온도 범 에서 자발 으로 반응이 진행될 것이 상된다. SrO의 경우 

반응 자유에 지 변화는 은 양의 값을 나타내지만 실제 공정에서는 과량

의 LiCl이 사용되므로 반응 진행도는 생성물 방향으로 옮겨지며, 그 결과 

SrO 부분은 SrCl2로 변화될 것으로 단된다. 순수한 고체 Cs2O는 360～

400 ℃에서 분해되어 용융 과 액체의 물성이 보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Table 3.41의 계산에 사용된 Cs2O의 깁스 자유에 지 값은 고체의 값을 계

산 온도까지 외삽하여 결정하 다.

  와 같은 고방열성 알카리  알카리토 속의 제거를 해 CDC(cobalt 

dicabollide) 등을 이용한 습식 방법에서는 이온교환 방식으로 Cs과 Sr을 흡

착 제거하는 반면 1990년  후반 고온 건식공정의 개발과 함께 미국 ANL에

서 구체화한 공정에서는 고온에 안정 인 제올라이트를 이용하 으며, 공정

은 제올라이트의 탈수(dehydration), 용융염과의 고온 혼합(hot blending), 

glass frit과의 온 혼합(cold mixing)과 고온 압착(hot pressing) 과정의 네 

가지 공정으로 구성되어 폐기물의 부피를 감소시켜 처분시키는 개념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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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43,44]. 최근에는 용융염의 종류에 따라 리튬 는 나트륨 인산염을 

사용하여 고온 용융염에서 핵분열생성물을 침 시켜 제거하는 방법이 연구 

발표되었다[46]. 인산염은 부분의 염화물계에서 불용성이며 유리화에 편리

하여 높은 방사성에서도 비교  안정하다는 성질을 이용하 지만 아직까지 

공정 개념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한 Cs의 완  분리가 어려우며 

LiCl-KCl 계에서는 Sr과 Ba의 제거 능력이 NaCl-KCl 계에 비해 히 떨

어지는 등 분리 효율이 용융염의 특성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환원 속 환 공정의 일체형 환원 극에서 용융염으

로 용출되어 나오는 알카리, 알카리토 속 산화물의 물질 달 특성을 측정

하여 환원 극을 구성하고 있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를 통과하는 기공 

확산 물질 달과 필터 내에 담겨져 있는 산화물 분말 사이에서의 물질 달

의 향 평가를 통해 체 인 물질 달 특성을 측정하 다. 한 기  환

원 분 기에서 속 원소들의 최종 인 분포를 측하기 하여 각 속 산

화물의 용해도를 추산하 으며 속 원소들의 환원 를 측정하여 일체형 

환원 극에서 발생하는 AM, AEM의 기화학  거동을 규명하고자 하 다. 

이와 함께 산화리튬의 농도와 류 도와 같은 공정변수에 따른 속 산화

물의 물질 달 거동을 악하고자 하 다.

  (2) 용융 LiCl에 한 산화물의 용해도

     용해도는 분자간 상호작용에 크게 의존하는 함수이며 용질에 해 다

음의 열역학  계식이 성립한다.

     f 2( pure solid)= γ2x 2 f
0
2         (1)

여기서 x 2는 용질의 용해도, γ2는 용질의 액상 퓨게시티 계수를 각각 나타내

며 f 02는 퓨게시티 계수가 정의되는 표  상태의 퓨게시티를 의미한다. 식(1)

을 식(2)와 같이 정리한 후 표  상태로 과냉각된 액체를 채택하여 고체의 

포화증기압과 과냉각 액체의 포화증기압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가정

과 용매와 용질의 화학  유사성을 가정하여 용질과 용매의 상호작용이 이

상 인 상태로 거동하는 것으로 단순화하면 간략화된 식(3)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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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2=

f 2( pure solid)

γ2 f
0
2

        (2)

     
x 2 =

Ps 2(pure solid)

Ps 2(pure subcooled liquid)         (3)

고체와 과냉각된 액체의 포화증기압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 식(2)의 퓨

게시티 사이의 비는 열역학  경로를 통해 유도된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

다[47].

     ln
f 2( pure solid)

f 02
=

Δhf

RTt (
Tt
T

-1)-
Δcp
R (

Tt
T

-1)+
Δcp
R

ln
Tt
T  (4)

여기서 하첨자 t는 삼 (triple point)을 의미하며 Δhf는 삼 에서의 용융

에 따른 엔탈피 변화를 나타낸다. ΔcP는 액상과 고상의 열용량 차이를 나타

내며( ΔcP= cP( liquid)-cP( solid))  식은 주어진 온도 범 에서 열용량 차이가 일

정한 경우에 유도된 것이다. 한 비이상 인 거동을 보이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퓨게시티 계수는 다음 식들로 제시되는 단순한 Scatchard-Hildebrand 

모델을 용하여 얻을 수 있다.

     lnγ 2=
vL2 (δ 1-δ2)

2 Φ2
1

RT  (5)

     Φ1=
x 1 v

L
1

x 1 v
L
1+x 2 v

L
2

 (6)

     δ i=(
Δui

v
L
i )

1/2

 (7)

vLi는 순수 액체의 몰 부피를 나타내며 용질에 해서는 과냉각된 액체 상

태를 의미한다. 증발 엔탈피와 RT와의 차이로 정의되는 Δui에 의해 용해도 

매개변수( δ i)는 식(7)로부터 계산된다.

  고체 속 산화물들이 용융 LiCl에 용해되어 나오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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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들을 통해 발생한다[48].

     MexO( s)↔MexO( l)  (8)

     MexO( l)↔xMe
+2/x+O-2         (9)

     Me
+2/x+

2
x
Cl-↔MeCl 2/x(l)        (10)

     O-2+2Li+↔Li 2O( l)        (11)

식(8)과 같이 고체 속 산화물은 용융 LiCl에 용매화(solvation)되어 유리 

상태로 존재하며 유리 상태의 속 산화물은 식(9)와 같이 해리되어 용융염 

내에서 속이온과 산소이온으로 분리되어 각각 염소이온과 리튬이온과 반

응한다. 식(10)과 (11)에 표시된 (l)은 용매화된 상태를 나타내며 생성물인 

속 염화물(MeCl2/x)과 산화리튬이 염화리튬에 한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 이

들의 침 반응 역시 고려해야 한다.

  용해도 측정에는 주로 등온포화 방법(isothermal saturation method, IS)과 

차 정 방법(potentiometric titration method, PT)이 이용된다[48]. 등온

포화 방법은 과량의 시료를 사용하여 실험 과정 동안 상 물질의 농도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하여 포화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실험 방

법이 단순한 반면 용융염 내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가 시료에 채취될 험이 

있으며 용해도가 낮은 물질에 해서는 오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차

정 방법은 극을 사용하여 기 력(electromotive force, emf)을 측정하는 

것으로 산소이온 농도의 수(logarithm) 값과 셀의 가 선형 계임을 

이용하여 낮은 농도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액간  (liquid 

junction potential)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3) 일체형 cathode에서의 AM  AEM 산화물의 물질 달

     일체형 cathode의 마그네시아 필터는 주로 산화우라늄으로 이루어진 

혼합 산화물 분말로 채워져 있으므로 벌크 상의 염화리튬으로 용출되어 나

오기 해서는 cathode 내에 존재하는 AM, AEM 산화물들은 산화물 분말층

을 통과해서 필터 기공을 지나야 한다. 정상 상태를 가정하 을 경우 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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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층의 몰 유속(flux)은 필터를 지나는 유속과 같으며 그 값은 총  유속 

값과 같아야 하므로 고려 상인 A 물질에 해 다음 식을 유도할 수 있다.

     NA=KC(cAC-cAo)= kO(cAC-cAi)= kM(cAi-cAo)        (12)

여기서 KC, kO와 kM은 각각 cathode 총 , 산화물 분말, 멤 인 물질 달 

계수를 나타내며 cAC, cAi   cAo는 각각 cathode 앙, 멤 인 내벽과 외

벽에서의 농도를 표시한다.  식을 정리하면 물질 달 계수에 해 다음과 

같은 계식을 얻을 수 있다.

     
1
KC

=
1
kO

+
1
kM        (13)

  순수한 고체로부터 용질을 추출하는 공정의 경우 고체 내에서의 물질 달

은 용매 상의 물질 달에 비해 거의 항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마그네시아 필터 내를 순수한 속 산화물로 충 하여 시간

에 따른 용융염 상의 조성 분석을 통해 필터 공극을 통과하는 속이온의 

물질 달 계수( kM)를 측정할 수 있다. 한 최종 인 용융염에서의 농도를 

측정하여 속 산화물의 용융 LiCl에 한 용해도를 얻을 수 있으며 이 후 

혼합 산화물을 cathode에 채워 KC을 결정함으로서 AM, AEM 산화물의 kO

와 kM의 향을 평가할 수 있다.

  부피 V의 용액에 용해되는 물질 A의 몰 유속(flux)은 고체 내에서의 물질

달 항이 거의 없는 순수한 경우 회분식 계에서 다음 식으로 표 된다

[49].

     NA= kL(cAS-cA)        (14)

여기서 kL은 액상에서의 물질 달 계수이며 cAS와 cA는 각각 고체 표면에 

한 용액에서의 농도와 벌크 용액에서의 농도이다. 식(14)는 순수한 고체와 

하는 계면에서 용액이 포화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 용된다. 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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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용질과 용매가 하며 멤 인을 통과하는 물질 달 과정이 

액상의 물질 달에 비해 큰 항이 걸리는 경우, 식(14)의 물질 달 계수

( kL)는 멤 인에서의 물질 달 계수( kM)로 치될 수 있다.

  한편 경계에서 농도 차이가 유지되는 경우 다공성이며 화학  반응에 

해 안정한 고체 내에서의 확산은 공극율(void fraction, ε)과 tortuosity( τ)를 

고려하여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49].

     NA=
εDAB(cA1-cA2)

τ(z 2-z 1)        (15)

DAB는 용질 A의 용매 B에 한 확산계수(diffusivity)이다. 식(14)와 (15)에 

표 된 물질 달 과정을 Fig. 3.221에 나타내었다.

  공극율과 tortuosity는 멤 인의 특성이며 tortuosity는 고체에 따라 1.5

에서 5.0 사이의 값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두 물성은 일반 으로 다음과 같

이 확산계수와 결합되어 유효 확산계수(effective diffusivity)에 포함되어 사

용된다.

     DA eff=
ε
τ
DAB        (16)

멤 인 내부는 포화 농도를 유지하고 외부 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회

분식 멤 인 시스템에서 식(14)와 (15)를 결합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

다.

Fig. 3.221. Sketch of diffusion through a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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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DA eff

cAS-cA(t)

Δz        (17)

 식의 좌변은 단  시간, 단  면 을 통과하는 물질 A의 몰 유속을 나타

내며 시간에 따라 분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된다.

     NA=
VdcA
Adt

=
DA eff

Δz
(cAS-cA(t))        (18)

     
⌠
⌡

cA

cA0

dcA
cAS-cA

=
ADA eff

VΔz
⌠
⌡

t

t=0
dt        (19)

     
cAS-cA
cAS-cA0

= e
-(ADA eff /VΔz)t=e

-(AkM /V)t

       (20)

그러므로 시간에 따른 용융염 상의 농도 변화를 측정하면 식(20)을 이용하여 

포화 농도  멤 인 물질 달 계수인 kM( =DA eff /Δz)를 추정할 수 있다.

  동일한 모델을 혼합 산화물계에 용하여 총  물질 달 계수를 계산하면 

식(13)을 사용하여 각각의 물질 달 계수를 얻을 수 있다. 멤 인 두께에 

비해 cathode 내 산화물 확산 층의 두께는 상 으로 크기 때문에 반지름 

방향의 확산에 따른 면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엄 히 물질 달 상을 표

하기 해서는 산화물 분말 내에서 반경 반향과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수식 으로 나타내는 편미분 방정식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멤

인 내부의 농도( cAi)를 측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식(14)

와 같은 단순한 모델을 총  물질 달 계수 추정에 직  사용하는 것은 산

화물 확산 방향에 한 표면  변화  시간, 치에 따른 농도 변화를 고려

하지 않은 것이며 이때 계산되는 기 농도와 포화 농도 값은 단순화에 따

른 모델 의존 인 유효값들이 된다.

  (4) 일체형 cathode에 한 속 원소의 환원

     리튬환원 공정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반응 추진력(driving force) 없

이 평형 상태를 향해 진행되어 내부 반응 추진력이 지속 으로 감소되는 단

순 과정인 반면 기환원 공정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일정한 기  추진

력이 계에 부여되므로 화합물들의 최종  평형 조건과 일정한 차이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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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기화학  환원공정에서 AM, AEM 산

화물들의 거동은 단순 화학반응이 진행되던 리튬환원 공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 상되며 리튬환원 속 환 공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AM, 

AEM의 환원 와 같은 기화학  물성에 한 연구는 필수 불가결하게 

된다.

  AM, AEM 산화물들이 LiCl 용융염 기환원 조건에서 겪게되는 분 기는 

리튬환원 공정에서와 동일하게 용융 LiCl과 함으로서 발생하는 화학반응 

 cathode에 충 되어 있는 분말 사이에 존재하는 용융염으로 용해되어 농

도 차에 의해 cathode 밖으로 용출되어 나가는 물리화학  분 기와 자의 

흐름에 의한 기화학  환원 분 기로 구분할 수 있다. 산화수 변화를 동반

하는 기화학  과정에 필요한 에 지 변화는 기  퍼텐셜에 의해 발생

하며 ΔG=-nFE의 계를 갖고 있다. Table 3.42에서는 본 실험의 상 물질

인 Cs2O, SrO  BaO와 각 산화물들과 용융 LiCl에서의 반응생성물인 염화

물들의 표  분해 를 공정온도인 650 ℃에서 나타내었다. Table 3.42에서 

Cs2O의 분해 압이 가장 낮은 것으로 계산 결과가 표기되었지만 이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고체 상태의 값을 공정온도로 외삽한 가상 인 표  상태

에서 나온 값이다. 그러므로 실제 공정에서 Cs2O는 순수한 액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용융 LiCl에 용해되어 해리되면 각기 상  이온으로 싸여 안정한 형

태로 존재하게 된다.

Table 3.42. Standard State Decomposition Potentials at 650 ℃

Reactions ΔG(kJ/㏖) E(V)

Li2O(s) → 2Li(l)+½O2(g) 477.1714 -2.4728

LiCl(l) → Li(l)+½Cl2(g) 333.8291 -3.4599

Cs2O(l)* → 2Cs(s)+½O2(g) 222.2282 -1.1516

CsCl(s) → Cs(s)+½Cl2(g) 353.6578 -3.6654

SrO(s) → Sr(s)+½O2(g) 498.9912 -2.5853

SrCl2(s) → Sr(s)+Cl2(g) 683.7514 -3.5433

BaO(s) → Ba(s)+½O2(g) 465.7898 -2.4138

BaCl2(s) → Ba(s)+Cl2(g) 711.7672 -3.6885

 *Extrapolat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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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분 학 데이터에 의하면 용융 할로겐화 알카리 속에서 산소이온들은 

속이온들 사이에서 릿지 복합체(bridge complex)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50]. 그러므로 실제 분해 는 표에 제시된 것 보다 더 음의 값

을 가질 것이다.

   Table 3.42에 제시된 값들은 표  상태를 기 으로 한 것으로 용융염 내

에서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MaX(s)→MaX( l, in molten LiCl) ΔG 1        (21)

     MaX( l, in molten LiCl)→aM+ y+X- z ΔG 2        (22)

     M+ x
+xe

-
→M(s) ΔG 3        (23)

     X- z→1/2X 2(g)+ze
- ΔG 4        (24)

 식에서 M은 속 원소, X는 비 속(O 는 Cl) 원소를 각각 표시하며 양

론 계수를 맞추어  식들을 더한 값이 Table 3.42에 표시된 값들이다. 식

(23)과 (24)는 각각 cathode와 anode에서의 환원, 산화 반응을 나타내며 용융

염에 용해되어 해리 상태로 존재하는 속이온들은 식(23)에 표시된 cathode 

반응에 경쟁 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때 환원 는 표  상태에서 벗어나

는 정도를 나타내는 속이온의 활동도 계수에 의존하며 이는 실험 으로 

측정해야 하는 물성이다. 반면 식(24)의 anode 산화 반응에 참여하는 원소들

은 산소이온과 염소이온 두 종류이며 표  상태에서 둘의 산화  차이는 

Table 3.42의 동일 속 원소의 산화물과 염화물의 분해 에서 보이는 것

과 같이 략 1 V 정도로 추정된다.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공정은 일종의 deoxidation 공정으로 

cathode의 를 리튬이온의 환원 보다 더 cathodic하게 유지할 경우 

deoxidant로 사용되는 Li2O로부터 리튬 속 환원과 환원된 리튬 속에 의한 

화학  반응에 따른 산화물 환원반응의 연속 반응으로 해석된다.

     Cathode reaction : Li++e-→Li (25)

      MxOy+2yLi→xM+yLi 2O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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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de reaction : O-2→1/2O 2+2e- (27)

  우라늄과 TRU 산화물들은 식(26)에 의해 속으로 환되는 반면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용융염 상에 용해되어 이온으로 존재하는 AM, AEM 원소

들은 식(23)의 반응으로, 식(25)로 나타내어지는 리튬의 환원반응과 경쟁을 

하게된다. 화학반응을 제외한 기  산화-환원 반응식인 식(25)와 식(27)은 

Li2O의 분해 를 나타내며 표  셀 는 650 ℃에서 다음과 같은 해 

셀을 구성하여 측정할 수 있다.

     Li( l)|Li+(in molten LiCl),O-2
(in molten LiCl)|O 2(g) |Pt        (28)

     2Li++O-2→2Li+1/2O 2        (29)

     Er=-
ΔGr
nF

=E 0-
RT
nF

ln
a(Li) 2a(O 2)

1/2

a(Li
+
)
2
a(O

-2
)        (30)

여기서 n은 반응에 참여하는 자의 수이며 F는 Faraday 상수, R은 기체상

수이다. 일반 으로 표  셀 는 용질의 몰농도가 1 M인 상태와 기체의 

경우 분압이 1 기압인 상태에서 단 값의 활동도를 갖는 것으로 정의하여 

측정된다. 그러나 용해도가 무 낮거나 물리화학 으로 이와 같은 표  상

태를 구 할 수 없는 경우는 임의로 표  상태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이때 

표  상태는 고려 상인 계와 동일한 온도이어야 하며 활동도 역시 정의된 

표  상태를 기 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활동도 ai와 농도 Ci의 계는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ai=γ iC i        (31)

여기에서 γ i는 활동도 계수라 부르며 이상계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나타낸

다. 해질계에서 이상 인 계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이온 사이의 

정기  상호작용 때문이며 농도 수용액계에서는 Debye-Hückel 식이 용

가능 하지만 고온 용융염계에 한 모델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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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험장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방열성 핵종인 Cs, Sr과 AEM 종인 Ba의 기환원 

공정에서의 거동 규명을 해 용융염 내에 존재하는 각 속이온들의 환원

 측정 실험과 류가 흐르는 정 류 조건 하에서 일체형 cathode 밖으

로 용출되는 각 속이온의 농도를 측정 분석하 다. AM, AEM 산화물 용

출에 한 류의 향과 리튬환원 속의 향을 비교 분석하기 해 동일

한 반응기를 사용하여 류가 흐르지 않는 조건 즉, 리튬의 기화학  환원

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각 속이온의 LiCl 용융염 내로의 용해, 용출 

속도 평가를 해반응 실험에 앞서 수행하 다. 한, 무 류 조건 실험으로

부터 각 속 산화물들의 용융 염화리튬에 한 용해도를 추산하 으며 마

그네시아 필터에서의 물질 달 특성을 악하 다.

   (가) 실험장치

       고온 용융염에 비교  안정한 것으로 알려진 마그네시아(MgO) 반응

기와 외부 용기와의 열 , 기  충격을 막기 한 알루미나 반응기의 2  

반응기로 구성된 실험장치는 Fig. 3.222와 같이 스테인 스강 재질의 용기에 

담겨진다. 외부 용기 상부 랜지는 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용기 입구에는 반응기의 열이 설치된 극 연결 부 로 해지는 것을 막고 

증발되는 염을 기벽에 응축시키기 한 냉각수 자켓이 용기 외부에 설치되

었다. 자켓 아래 부분은 항식 가열로에 삽입되며 용융염에 담겨진 열

에 의해 가열로의 온도를 조 하여 반응 온도를 유지시켰다.

  반응기 상부 랜지에는 극들과 열 가 삽입되며 반응 진행에 따른 

용융염 조성을 분석하기 한 샘 링 포트, LiCl 투입을 한 시료 주입구와 

반응 과정에 발생하는 기체를 반응기 밖으로 제거하기 한 불활성 아르곤 

가스 배 이 연결되었다.

  Cathode에 충 되는 우라늄 산화물을 포함한 속 산화물과 통 을 해 

직경 5 mm의 스테인 스강 conductor가 마그네시아 필터 홀더에 연결되었

으며 홀더 로 뻗어나와 반응기 외부의 력 공 장치에 연결된다. 지름 10 

mm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평균 기공 지름 ～8 ㎛)는 상부 측면에 구멍을 

내어 홀더에 속되어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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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cathode; ② anode(Pt, ø6×2); ③ alumina container(OD70×4T×152H);

    ④ magnesia reactor(OD64×4T×118H); ⑤ magnesia filter(OD16×3T×80H);

    ⑥ STS container; ⑦ flange; ⑧ water jacket; ⑨ reference electrode;

    ⑩ thermocouple

Fig. 3.222. Experimental apparatus.

  스테인 스강 재질의 conductor와 마그네시아 필터 사이는 환원되어지는 

속 산화물로 충 되어 conductor, 마그네시아 필터와 함께 cathode를 구성

한다. 도성과 고온 용융염에 한 안정성을 고려하여 백 을 anode로 사용

하 으며 cathode와의 극 면 을 계산하여 직경 6 mm의 백  tube를 사

용하여 두 개의 anode를 제작, 설치하 다. 각 극의  측정을 해서는 

기 극을 설치하여 3 극 셀을 구성해야 한다. 용융염계  측정을 해 

일반 으로 Ag/AgCl 는 Ni/NiO와 같은 속/ 속 염화물 는 산화물로 

기 극을 제작하여 사용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제작의 어려움과 극 재생

의 편의를 해 anode와 동일한 재질의 3 mm 백  rod를 사용하여 기

극을 제작하 다. 기 극, cathode, anode와 열 는 반응 용기와의 기

 연을 유지시키기 해 반응 용기에 삽입되어 되는 부분은 알루미

나 tube에 싸여 고정되었다.

  Fig. 3.223의 간략화된 실험장치 연결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기환원 

과정은 반응기 외부에 연결된 potentiostat/galvanostat를 사용하여 통제되었

으며 potentiostat/galvanostat는 컴퓨터와 연결되어 software를 이용 압-

류 데이터를 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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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r bombs; ② cathode; ③ anode;

              ④ potentiostat/galvanostat; ⑤ digital machine

Fig. 3.223. Schematic experiment diagram.

   (나) 실험방법

       실험은 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와 류가 흐르는 두 조건에서 수행

되었으며 류를 가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과정

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불활성 분 기 로 박스 내에서 실험 조건에 따라 일정 양(3～5 g)의 우

라늄 산화물(U3O8)과 AM, AEM 산화물들이 정량 혼합되어 마그네시아 필터

에 충 된다. 마그네시아 필터는 cathode의 홀더에 부착되어 cathode를 구성

하며 cathode와 다른 극들은 반응기 상부에 고정 설치된다. 이 후 반응 조

건에 맞춰 정량된(125 g) LiCl을 주입구를 통해 반응기 내부로 투입한다. 반

응기 내부는 아르곤 기체로 치환되며 20 회의 purge 과정으로 LiCl에 포함

되어 있는 수분과 반응기 내부 산소를 지속 으로 제거한다. 가열로를 작동

시켜 반응 온도(650 ℃)로 서서히 상승시키며 반응기 온도가 약 300 ℃와 

650 ℃에 이르 을 때 다시 한번 아르곤 가스로 20 회 purge를 수행하 다. 

반응기 온도가 반응 조건에 안정화되었을 때 로 박스 내에서 3 wt% 용

융염이 되도록 정량한 Li2O를 LiCl 주입에 사용된 투입구를 이용하여 용융염 

상으로 투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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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2O 용해에 필요한 약 2 시간 경과 후 매 5 시간 간격으로 용융염 상을 

석  sampling tube를 사용하여 약 0.8 ㎖ 취해 증류수로 용해시킨 뒤 Cs 

속 원소는 원자흡수 분 법(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AAS), 

Sr과 Ba 속 원소는 유도결합 라즈마 분 법(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metry, ICP-AES)을 이용하여 조성을 분석

하 으며, 페놀 탈 인 지시약을 사용하여 sample 내의 Li2O 농도를 HCl 

용액으로 정 분석하 다. 반응이 종료된 후 cathode를 수거하여 잔존 물질

의 종류를 X-선 회 분석법(X-ray Diffractometry, XRD)으로 분석하 다.

  (6) 실험결과  고찰

   (가) AM, AEM 산화물의 물리화학  물질 달 특성

       류가 흐르지 않는 무 류 상태에서 cathode 내의 AM, AEM 산화

물들의 용융 LiCl로의 용출 과정은 용매추출 공정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벌크 용매로부터 고체 표면까지의 용매

의 물질 달과 고체 표면에서 고체 내부로 용매 분자의 확산 는 침투, 용

질 분자의 용매로의 용해 과정, 용해된 용매 분자의 고체 표면으로의 확산과 

최종 인 용질 분자의 벌크 용매로의 물질 달 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

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체 인 물질 달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

며 각 시스템에 맞추어 몇 가지 빠른 과정들은 일반 으로 무시된다. 벌크 

용매로부터 고체 표면까지 용매의 물질 달은 상 으로 가장 빠른 과정이

며 고체 용질의 용매와의 과 동시에 발생하는 고체 내부로의 용매 확산

은 고체 용질이 용매에 충분히 젖을 정도의 시간이 시스템에 부여되었을 경

우 상 으로 빠른 단계로 취 될 수 있다. 용질의 용매로의 용해 과정은 

물리 인 용해와 화학반응에 의한 용해로 나 어지며 화학반응이 동반되는 

경우 용질과 하고 있는 용액 내의 용질의 농도가 물리  용해 과정 보

다 훨씬 더 낮아지므로 용해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결과 으로 일반 인 경

우 여러 단계의 물질 달 과정  체 물질 달 속도를 결정짓는 단계는 

용질 분자의 확산 과정으로 취 될 수 있다.

    ① AM, AEM 산화물의 용해도  물질 달 계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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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13)으로 제시된 cathode 물질 달 계수 측정을 하여 cathode 필

터를 순수한 AM, AEM 산화물로 충 하여 산화물 내 물질 달을 무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교반 없이 5 시간 간격으로 용융염 상의 속 원소 

농도 변화를 50여 시간 측정하여 Fig. 3.224로 나타내어지는 결과를 얻었다.

  속 산화물들의 기 농도(cA0)가 0이 아닌 것은 cathode에 분말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속 산화물들이 LiCl의 용융 과정(약 3 시간) 동안 용해되어 

물질 달이 지속 으로 진행되어서 포화 농도의 70% 이상의 값에 도달하

기 때문이다. 세 가지 물질  SrO의 포화 농도에 한 기 농도의 비가 

가장 낮은 것은 Table 3.43에서 보인 바와 같이 멤 인 물질 달 계수가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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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4. Concentration changes of metal oxides in molten LiCl from

            pure metal oxide cathodes.

 Table 3.43. Parameters of Eq. (20) for Pure Metal Oxide Cathodes

Chemicals cAS(㏖/㎤) cA0(㏖/㎤) kM(㎝/hr) Deff(㎠/hr)

Cs2O 1.3843×10-4 1.1054×10-4 1.3496 0.4049

SrO 2.8125×10-4 2.0643×10-4 0.9171 0.2751

BaO 1.9221×10-4 1.5126×10-4 1.4545 0.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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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 인 유효 확산계수(Deff)는 실험에 사용된 내경 10 mm, 외경 16 mm 

멤 인의 규격을 기 으로 계산되었으며 멤 인 각각에 해 다소 상이

한 값을 갖게 된다. 그러나 멤 인 두께 증가에 따라 물질 달 계수는 감

소하게 되므로 유효 확산계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시료

로 선택된 마그네시아 멤 인의 측정된 공극률은 약 0.27이었으며 tortuo- 

sity가 알려진 경우 식(6)으로부터 확산계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공

정설계에서는 추산된 유효 확산계수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단된다. 의 

과정으로 결정된 kM 값은 산화물들의 마그네시아 필터에 한 특성이기 때

문에 동일한 규격의 필터가 사용된 이 후 모든 실험 결과의 계산에 매개 변

수로 채택하 다. 식(13)에 나타난 산화물 내에서의 물질 달 계수( kM)를 측

정하기 해서는 앞선 실험에서 결정된 멤 인 물질 달 계수를 바탕으로 

cathode 체 물질 달 계수를 측정해야 한다. 이때 결정되는 매개변수 값들

은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모델 의존 이며 단순화된 모델을 기반으로 결

정된 값들은 물리  의미 보다 유효값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일체형 cathode를 산화우라늄(U3O8)과 9 wt% 속 산화물로 충 한 뒤 

속 원소들의 순수한 용융 LiCl로의 용출을 측정하 다. 앞선 실험과 다른 

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Fig. 3.225의 결과를 얻었다. Fig. 3.225에 표시된 

계산 결과를 해 사용된 매개변수들은 다음의 Table 3.44에 정리하 다.

  Table 3.44에서 알 수 있듯이 유효 포화 농도와 기 농도의 비가 낮아져 

Cs2O, SrO, BaO에 해 각각 52, 3.9, 29%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선 순수 

속 산화물로 충 된 cathode 실험에 비해 크게 떨어진 값들로 가열 과정 

동안 서서히 용융되는 LiCl과 용해된 속 산화물들이 cathode의 부분을 

차지하는 불용성 U3O8 층을 통과하는데 항이 크게 걸리기 때문이다.

  식(13)을 이용하여 추산된 산화물 내에서의 물질 달 계수( kO)도 Table 

3.44에 함께 표시하 다. kO  값들은 물질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Table 3.41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결과로 속 산화물들이 용융 LiCl에 의해 

충분히 젖었을 때 화학반응에 의해 cathode 내에서 지속 으로 제거되는 정

도에 따라 kO  값들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멤 인을 통과할 때는 

분자의 크기와 각 분자들과 멤 인 구성 성분인 MgO와의 상호작용들이 

계하기 때문에 반응 평형만으로는 해석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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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 Concentration changes of metal oxides in molten LiCl from

            U3O8+9 wt% metal oxide cathodes.

Table 3.44. Parameters of Eq. (20) for U3O8+9 wt% Metal Oxide Cathodes

           in Pure Molten LiCl

Chemicals cAS(㏖/㎤) cA0(㏖/㎤) KC(㎝/hr) kO(㎝/hr)

Cs2O 1.4761×10-5 0.7645×10-5 1.1926 10.2492

SrO 8.6307×10-5 0.3377×10-5 0.2028 0.2603

BaO 2.6722×10-5 0.7882×10-5 0.6622 1.2156

    ② AM, AEM 산화물 물질 달 계수의 산화리튬  cathode 조성

       의존성

       기환원 공정에서는 산화리튬의 기  분해에 의한 속 환이 발

생하므로 일체형 cathode에 존재하는 AM, AEM 산화물들은 Table 3.39와 

같이 반응생성물인 산화리튬의 농도에 따라 반응 평형  물질 달에 향

을 받게 된다. 공정 조건의 산화리튬의 농도는 3 wt% 정도이며, 이 농도에

서 속 산화물의 일체형 cathode 밖으로의 용출 속도를 측정하 다.



- 414 -

  Cs2O의 경우 Li2O의 농도에 해 물질 달에 향이 없는 것으로 단되

며 Fig. 3.226에서 보인 바와 같이 순수 용융 LiCl 계에서와 동일한 매개변수

를 사용하여 계산된 결과가 비교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Cs2O와 

LiCl과의 반응이 큰 음의 값의 자유에 지 변화를 동반함으로 반응생성물에 

해당하는 Li2O 농도가 ～3 wt% 범 에서 반응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유효 포화농도  물질 달 계수와 기 농도가 순수 LiCl

에서의 값과 동일한 값으로 모델링되었다.

  SrO는 용융염에 용해되어 있는 Li2O의 농도가 3 wt%가 됨에 따라 유효 

포화농도와 물질 달 계수 모두 감소하 으며 실험 조건인 50 시간 안에 용

융염에서의 농도는 포화값에 도달하지 못하 다. 기  시간을 50 시간으로 

하여 계산한 결과 순수한 LiCl 계에 해 Li2O 3 wt%를 포함하고 있는 계

가 약 30%의 평균 물질 달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 역시 Table 3.41의 반응 

Gibbs 에 지 변화 계산 결과에 기인하는데 SrO와 LiCl의 반응이 표  상태

에서는 자발 으로 진행되지 않는 반응이기 때문에 과량의 LiCl 조건에서 진

행되던 반응, 용해 과정이 반응생성물에 해당하는 Li2O의 농도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는 Fig. 3.227에 계산 값과 함께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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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6. Comparison of concentration changes of Cs2O in LiCl+3 wt%

            Li2O and LiCl from U3O8+9 wt% Cs2O cathode at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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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7. Comparison of concentration changes of SrO in LiCl+3 wt%

            Li2O and LiCl from U3O8+9 wt% SrO cathode at 650 ℃.

  Sr과 같은 AEM 종인 Ba의 산화물은 표  상태에서 LiCl과 자발 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응 깁스에 지 값은 값이 크지 않은 음

의 값을 가지므로 어느 정도 Li2O의 농도에 향을 받을 것이 상되었으며 

Fig. 3.228에 보이는 것과 같이 실험 으로 그와 같은 경향을 확인하 다. 실

험 시간인 50 시간 동안 평균 물질 달 속도는 약 20% 하되었으며 Cs2O

에 비해 벌크 용액으로의 용해 확산에 한 Li2O 농도 의존성이 크지만 SrO

와 비교하 을 때 그 정도가 크지 않음을 확인하 다.

  LiCl-Li2O 용융염 실험에서 첫 번째 시료는 3 시간 정도의 LiCl 용융과 2 

시간의 Li2O 용해가 완료된 뒤 채취되었으며 이로 인해 Cs2O  BaO 실험

에서 순수 LiCl 용융염계 결과에 비해 기농도가 높게 나왔다. SrO 실험의 

경우 LiCl 계의 기농도가 높게 측정된 것은 cathode 내 산화물들의 불균일 

혼합에 의한 것으로 단되나 물질 달이 어느 정도 발생한 반 이후의 거

동은 각 속 산화물들의 3 wt% Li2O의 동일한 조건에서 얻은 복수의 실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불균일 혼합의 향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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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8. Comparison of concentration changes of BaO in LiCl+3 wt%   

       Li2O and LiCl from U3O8+9 wt% BaO cathode at 650 ℃.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는 부분 산화우라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M, 

AEM의 산화물들은 미량 존재한다. 실제 사용후핵연료 조성에 맞추어 실험 

조건을 구성하기에는 소규모 실험의 특성상 AM, AEM의 정량과 cathode에 

충 될 혼합 산화물의 제조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정

량과 검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화우라늄(U3O8)과 2 wt%로 정량된 Cs2O, 

SrO  BaO 분말을 혼합한 후 cathode의 충 물인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제

조하여 각각 LiCl-3 wt% Li2O 용융염계 실험에 사용하 다. 앞선 실험들과 

동일한 과정으로 실험한 결과를 Fig. 3.229에 정리하여 도시하 다.

  Fig. 3.229에서 알 수 있듯이 계산 결과가 실험 데이터와 비교  큰 오차

를 나타내는데 이는 단순 추출 모델인 식(20)이 낮은 조성의 cathode 모사에 

크게 작용하는 반경 방향으로의 확산에 따른 단면  변화와 회분식 물질

달 과정의 진행에 따른 농도 경계값(cAS)의 변화 등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식(20)의 용에 의해 결정되는 매개

변수는 유효값의 의미를 갖는다. Fig. 3.226에서 3.229까지의 그림에 표시된 

계산 결과를 해 결정된 매개변수 값들을 Table 3.45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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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9. Concentration changes of Cs2O/SrO/BaO in LiCl+3 wt% Li2O

  from U3O8+2 wt% Cs2O/SrO/BaO cathode at 650 ℃.

Table 3.45. Parameters of Eq. (20) for U3O8+9 wt% and +2 wt% Metal

            Oxide Cathodes in Molten LiCl+3 wt% Li2O

Chemicals Cs2O SrO BaO

Cathode 
Compo-

sition
9wt% 2wt% 9wt% 2wt% 9wt% 2wt%

cAS(㏖/㎤) 1.4761×10-5 3.6233×10-6 3.0330×10-5 8.6307×10-5 2.2358×10-5 8.1447×10-6

cA0(㏖/㎤) 0.7645×10-5 1.7561×10-5 0.3358×10-5 0.3377×10-5 0.8785×10-5 1.2170×10-6

KC(㎝/hr) 1.1926 0.5261 0.3945 0.2028 0.6622 0.2007

kO(㎝/hr) 10.2496 0.8622 0.6923 0.2604 1.2157 0.2328

  Table 3.45의 kO 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산화물의 물질 달 항은 

cathode 산화물 층에서 크게 걸리며 크기가 작은 SrO는 9 wt% 조건에 비해 

2 wt% 조건의 물질 달 계수의 감소가 다른 산화물에 비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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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체형 cathode의 AM, AEM 산화물 기화학  특성

       기환원에 의한 속 환 공정의 일체형 cathode에서는 계에 존재

하는 모든 양이온들이 자를 얻기 해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자를 

얻어 속으로 환되는 원소는 각 속이온들의 환원 에 의해 결정된다. 

양이온의 부분을 차지하는 리튬이온은 속 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산화

물 극이 속 극으로 변화되는 외부  요인을 제외하면 이온 농도의 감

소에 의한 환원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량 존재하는 

AM, AEM 이온들의 환원 는 무한 희석 상태를 표  상태로 정의하지 않

는 한 표  환원 와 크게 어 나게 된다. 그러나 무한 희석 상태에 한 

값은 실험 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 온도에서 순수한 액체 는 

과냉각된 액체 상태를 기 으로 하여 환원 를 측정하여 활동도 계수와 

같은 열역학 물성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 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기환원

에 의한 속 환 공정에서 AM, AEM들의 일체형 cathode에 한 환원

를 측정하여 리튬 환원 에 한 상 인 치를 악함으로서 AM, 

AEM 원소의 용융염으로의 분리 가능성과 기환원의 진행에 따른 AM, 

AEM 산화물들의 용해 용출 과정에 의한 농도 변화 등 기화학  거동을 

확인하고자 하 다.

    ① AM, AEM의 환원  측정

       일반 으로 속 원소의 환원 는 극의 성질, 기 극의 종류 

 해질 내의 속이온의 농도와 종류에 의해 상 으로 결정되며 상 

핵종인 Cs, Sr  Ba에 한 용융염에서의 환원 에 한 자료들은 상당

히 부족한 편이다. 수용액 상의 표  상태 환원  데이터를 참조하면 

Cs/Cs+, Sr/Sr+2와 Ba/Ba+2의 가 용융 LiCl 계에서 상당히 가까이 있을 

것으로 상 할 수 있으며[51], Li/Li+에 비해 먼  환원되는 것으로 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조건이 상 속이온의 낮은 농도 역이므로 

부분의 양이온을 차지하는 용융 LiCl-Li2O의 Li/Li+ 값과의 비교는 반드시 

실험 으로 단해야 한다.

  고온 용융염계에서 환원 를 얻기 해 정성   반정량  측정에서 

매우 편리하며 극 표면 는 극 표면 근방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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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를 가장 직 으로 악할 수 있는 방법 의 하나인 순환 압 류

법(cyclic voltammetry, CV)을 사용하 다. 각 실험은 U3O8과 14 wt%의 

속 산화물로 이루어진 일체형 cathode를 650 ℃의 용융 LiCl-3 wt% Li2O 

해욕에서 0.0 V 부터 -2.5 V(vs. Pt)로 10 ㎷/sec의 주사속도로 순환하여 

수행되었다. 주사속도는 비슷한 계에서의 실험방법들을 참조하여 결정하 으

며[52-54], 얻어진 형 분석을 해 U3O8으로만 충 된 일체형 cathode를 

용융 LiCl-3 wt% Li2O 해욕과 순수 LiCl 해욕에서 각각 순환 주사하여 

Fig. 3.230에 함께 나타내었다.

  Fig. 3.230에서 알 수 있듯이 반 으로 환원 과정(0.0 → -2.5 V)에서 보

다 산화 과정(-2.5 → 0.0 V)에서 명확한 형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해질 속에 존재하는 속이온의 농도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Fig. 3.230의 

(a), (b), (c)  (d)를 비교하 을 때 각 곡선에서 (a), (b), (c)의 3, 4번으로 

표시된 형은 각각 Cs/Cs+, Sr/Sr+2와 Ba/Ba+2의 환원  산화에 의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나머지 형을 분석하기 해 U3O8만으로 충 된 cathode로 

순수한 LiCl 해질 계에서 실험한 Fig. 3.230(e)와 비교하면 약 -0.7 V에서 

나타나는 1번 형과 이에 응하는 산화 형인 7번은 산화우라늄에 의한 

거동으로 모든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5, 6번 치에서 

측정된 형의 기화학  거동은 Fig. 3.230(e)에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주

사 범 를 -1.8 V까지 확장한 압- 류 곡선과 Fig. 3.230(d)를 비교하여 

결정하 다. Fig. 3.230(a)-(d)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2번 형은 약 -1.6 V 

근처에서 발생하 으나 이를 확인하기 한 (e)의 -1.8 V 범 에서의 곡선에

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5, 6번 형 한 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실험 결과

에 따라 2번은 Li/Li
+의 환원에 의한 거동이며 5, 6번은 각각 Li/Li+의 산화

와 극으로부터의 탈착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단된다. 한 (d)와 (e)의 

비교를 통해 LiCl-Li2O에서의 Li+ 이온과 순수 LiCl의 양이온인 Li+는 다른 

환원 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산화리튬의 첨가 즉 산소이온에 

의해 Li+의 활성도가 크게 향을 받기 때문이다.

  반정량 인 CV 방법을 이용해 추정된 일체형 cathode에 한 Cs/Cs+, 

Sr/Sr+2와 Ba/Ba+2의 환원 는 략 -2.2 V(vs. Pt) 으며 서로 근 해 있

었으며, LiCl-3 wt% Li2O의 Li/Li+ 환원 는 -1.6 V 근처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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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3O8+Cs2O cathode in molten LiCl-Li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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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3O8+SrO cathode in molten LiCl-Li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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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U3O8+BaO cathode in molten LiCl-Li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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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U3O8 cathode in molten LiCl-Li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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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U3O8 cathode in molten L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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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0. Cyclic voltammograms of U3O8 with (a) Cs2O, (b) SrO, and

            (c) BaO in LiCl-3 wt% Li2O and U3O8 in (d) LiCl-3 wt%

            Li2O, and in (e) LiCl.



- 421 -

  그러므로 식(23)과 (25)의 cathode 경쟁 반응에서 cathode 를 -1.6 V

와 -2.2 V 사이에서 유지한다면 Li+만을 속으로 환원시킬 수 있으므로 

속 환 반응인 식(26)을 Cs, Sr  Ba의 환원에 의한 류효율의 하 없이 

진행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운  범 는 실제 사용후핵연료와 같이 낮은 AM, 

AEM의 농도 역에서는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cathode 

가 Cs+, Sr+2와 Ba+2가 환원 가능한 역에 들어서면 식(26)의 리튬 속의 

경우에서처럼 환원된 속과 시스템 내의 다른 물질들과의 화학반응이 일어

난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반응에 해 650 ℃에서의 표  상태 자유에

지 변화를 Table 3.46에 정리하 다. Table 3.46에 제시된 계산 결과에 의해 

cathode에 환원되어 속 형태로 존재하게되는 Cs는 LiCl과, Sr는 U3O8, 

Li2O  LiCl과, Ba는 U3O8  LiCl과 각각 표  상태에서 반응하여 산화물 

는 염화물로 환될 것이 상된다. 그러나 생성된 산화물과 염화물은 용

융 LiCl에 용해되어 다시 이온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Cs, 

Sr와 Ba는 속 환 공정의 리튬과 마찬가지로 cathode 근처에서 순환하게 

되며 이런 상은 우라늄 속 는 리튬 속이 생성되는 반응들의 결과이

므로 시스템의 류효율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그 지만 용융염 속으로 용

해되어 cathode로부터 제거되어야 하는 핵종들의 농도가 cathode 내에서 높

아지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래하게 된다.

Table 3.46. Standard Reaction Gibbs Energy Change of Metals with

              Oxides and Chloride

Reactions ΔG(kJ)

16Cs(l)+U3O8(s) → 8Cs2O(l)+3U(s) 1169.7604

2Cs(l)+Li2O(s) → 2Li(l)+Cs2O(l) 253.2109

Cs(l)+LiCl(l) → Li(l)+CsCl(l) -20.4764

8Sr(s)+U3O8(s) → 8SrO(s)+3U(s) -1030.6396

Sr(s)+Li2O(s) → 2Li(l)+SrO(s) -21.8391

Sr(s)+2LiCl(l) → 2Li(l)+SrCl2(s) -16.2234

8Ba(s)+U3O8(s) → 8BaO(s)+3U(s) -765.8252

Ba(s)+Li2O(s) → 2Li(l)+BaO(s) 11.2627

Ba(s)+2LiCl(l) → 2Li(l)+BaCl2(s) -44.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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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환원 공정에서의 AM, AEM 물질 달

       공정 운  조건이 앞서 언 한 Li+의 환원 와 Cs+, Sr+2, Ba+2의 환

원  사이에서 결정된다면 비록 속이온들이 양의 하를 지니고 있지만 

cathode 외부로의 농도 차에 의한 물질 달을 크게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 

상되었다. 그러나 류의 인가에 따른 시스템의 응이 순수 용해 용출 과

정과는 다른 분 기에서 진행되므로 실험 으로 각 속 원소의 물질 달 

거동을 측정하 다.

  Cs2O 0.5 g과 U3O8 5 g으로 충 된 일체형 cathode에서 용융염으로 용출

되는 Cs2O의 농도 변화  용융염 내에서의 Li2O 농도 변화를 물리화학  

과정이 발생하는 무 류 조건과 기화학  조건이 부과되는 0.4 A 정 류 

조건에서 비교하여 Fig. 3.231을 얻었다. 류의 흐름에 따라 Li2O의 분해가 

진행되어 Li2O의 농도가 격히 감소하는 반면 류의 조건에 무 하게 

Cs2O의 용출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rO 계에 해 수행한 앞선 Cs2O 계와 동일한 류 향 평가를 한 비

교 실험에서 SrO 용출이 0.4 A 조건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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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 Concentration changes of Cs2O and Li2O in molten LiCl from 

     9 wt% cathode at no current and 0.4 A constant curr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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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32에서 보인 것과 같이 0.4 A 조건의 실험 시작 후 5 시간과 15 

시간에 분석된 SrO의 농도는 시료 제조 는 분석에서 발생한 오차로 단

되며 타당하지 않은 거동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후 얻은 결과에 비추어 

SrO 용출 속도 증가는 하 이동에 따른 Li2O 농도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어서, Li2O 농도에 의해 용출 속도가 향을 크게 받는 SrO와 BaO에 

해 cathode의 조성을 낮춤과 동시에 낮은 류 조건을 유지하여 공정 조

건의 향을 평가하기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일체형 cathode에 U3O8 5 g

과 SrO와 BaO 0.1 g을 각각 충 하여 무 류 조건과 0.05 A 류 조건에

서의 농도 변화를 찰하여 얻은 결과를 Fig. 3.233과 Fig. 3.234에 각각 도

시하 다. SrO와 BaO 모두 류의 향을 받지 않고 cathode로부터 용융염

으로 용출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낮은 cathode 조성에서 Li2O 농도 

변화에 의한 속 산화물의 반응  용출이 독립 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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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 Concentration changes of SrO and Li2O in molten LiCl

               from 9 wt% cathode at no current and 0.4 A constant

               curr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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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 Concentration changes of SrO and Li2O in molten LiCl

               from 2 wt% cathode at no current and 0.05 A constant

               curr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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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 Concentration changes of BaO and Li2O in molten LiCl

               from 2 wt% cathode at no current and 0.05 A constant

               curr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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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형 cathode의 기환원 공정에서 AM, AEM의 용출은 Li+의 환원

와 Cs+, Sr+2, Ba+2의 환원  사이에서 류 도에 의존하지 않으며 고농도 

SrO는 오히려 용출 속도가 증가하 다. 이는 Li2O 농도에 SrO의 용출이 크

게 의존하기 때문이며 실제 사용후핵연료에서와 같이 낮은 조성에서 AM, 

AEM 산화물들은 류효율의 하 없이 용융염으로 용출되며 이는 기장에 

의한 속이온의 이동 보다 농도 차에 의한 속이온의 확산 분포가 우세하

게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 일체형 cathode 잔류물질 분석  Li2O 농도 변화 측정

        RMC(Reverse Monte Carlo) 방법에 의해 분석된 성자 회  데이

터에서 용융 LiCl의 구조는 결정 상태와 같은 팔면체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55]. 고체 결정 상태에 비해 격자의 빈자리가 약 15% 정도로 나타

났으며 CsCl 역시 팔면체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모사되었다. 그러므로 용

융 LiCl에 용해되어 있는 속 산화물들의 형태는 산소이온의 릿지 복합체 

형성과 LiCl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염화물 구조의 양이온들의 LiCl 양이온 

자리 차지 등에 의해 복잡한 형태를 나타낼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고온 

용융 LiCl에 용해되어 있는 Cs2O, SrO  BaO의 형태 분석을 해 시료를 

채취하여 XRD로 분석하는 것은 상 변화를 래하므로 당하지 않다. 그러

므로 본 실험에서는 cathode에 잔류되어 있는 불용성 물질에 해서만 XRD 

분석을 수행하 으며 용융염의 염기성 산화물의 양은 시료를 증류수에 녹여 

HCl로 정하여 Li2O 농도로 환산하 다.

  수거된 cathode 잔류물 분석 결과는 cathode의 증류수 세척과 건조에 의해 

충 된 AM, AEM 산화물의 종류에 해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무 류 조

건에서 얻은 불용성 잔류물은 Fig. 3.235에 보인 것과 같이 우라늄 산화물과 

리튬-우라늄 산화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정 조건에서 화학반응이 진행되었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부 U3O8이 UO2.25(=U4O9)으로 환원되고 일부는 산화

되어 Li2UO4로 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Table 3.41의 반응에 의해 증가될 것으로 상되던 Li2O 농도는 50 시간의 

무 류 용해 용출 실험에서 cathode에 충 된 AM, AEM 산화물의 종류에 

상 없이 평균 으로 공정 농도인 3.0%에서 약 0.5%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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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5. XRD analysis of cathode residue.

원인을 알아보기 해 용융 LiCl-3 wt% Li2O에 cathode를 담그지 않고 반

응기인 MgO에 한 Li2O의 물리 , 화학  흡착 여부를 단하 다. Fig. 

3.236에 비교하 듯이 cathode가 없는 상태에서 MgO에 한 Li2O의 농도 

변화는 실험 오차를 고려하면 거의 일정하며 Li2O 농도 감소의 주된 원인이

라 할 수 없었다. 반면 수회 실험을 거듭한 뒤 확인한 cathode의 스테인 스

강 conductor는 육안으로 단할 수 있을 정도로 얇아져 있었다. 잠정 으로 

Li2O의 무 류 조건에서의 농도 감소는 U3O8의 반응에 의한 리튬-우라늄 복

합산화물 생성과 스테인 스강과의 반응에 의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7) 결론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기화학  속 환 공정의 일체형 cathode에 

존재하는 AM, AEM 산화물은 용융 LiCl에 용해되어 제거된다. 그 과정에서 

속 산화물들의 물질 달은 각 산화물과 Li2O와의 화학반응  다공성 멤

인 필터에서의 항과 cathode에 충 되어 있는 산화물의 조성 등에 의

존하게 된다. 표  상태를 기 으로 한 반응성 계산에서는 Cs2O, BaO, 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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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6. Comparison of Li2O concentration changes in molten salt.

순서로 LiCl과 반응하여 염화물로 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순 추출 모

델을 사용하여 얻어진 멤 인 물질 달 계수는 BaO, Cs2O, SrO 순서로 

용융 LiCl에 확산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용융염 내의 Li2O 농도 증가에 의

해 Cs2O의 용출 속도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반면 BaO와 SrO의 물질 달 

속도는 감소하 다. 일체형 cathode 내 산화물 조성이 낮아짐에 따라 불용성 

우라늄 산화물 층을 통과하기 한 물질 달 항이 크게 증가하며, 이에 따

라 확산 속도가 하되는 상을 나타냈다. SrO는 상 물질  가장 작은 

크기를 갖고 있으며 이에 의해 산화물 층을 통과하는 물질 달 감소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용융 LiCl-3 wt% Li2O에서 반정량 인 방법에 의해 측정된 Cs, Sr, Ba의 

환원 는 리튬에 비해 cathodic한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속 환 공정에서 

공정 조건에 따라 속 환 과정에 해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단되었

다. 높은 류 역에서 Cs2O의 용출은 류의 향을 받지 않았으며 SrO는 

Li2O 농도의 감소와 cathode 형태 변화에 의해 용융염으로의 물질 달 속도

가 증가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낮은 류 역에서는 속 산화물의 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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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류 도에 해 독립 임을 확인하 다. 부수 인 연구 결과로 650 ℃ 

용융 LiCl에서 U3O8과 Li2O의 화학반응 생성물(Li2UO4)을 발견하 다.

  일체형 cathode에서의 AM, AEM 산화물의 반정량  거동 분석을 통해 실

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에서와 같이 AM, AEM의 낮은 조성에서는 AM, 

AEM 원소들이 속 환 공정에 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농도 차이에 의한 

물질 달이 기장에 의한 속 원소의 이동 보다 우세하게 발생하는 것으

로 단된다. 이에 따라 기환원에 의한 속 환 공정 종료 시 에서는 리

튬환원 공정에서와 동일하게 AM, AEM 원소의 부분은 일체형 cathode로 

부터 용출되어 용융 LiCl에 분포하게 된다는 것을 실험 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나. 희토류 산화물의 기화학  거동

     LiCl-Li2O 용융염계에서 리튬이온을 기화학 으로 리튬 속으로 환

원할 때 희토류 원소 산화물은 용해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기화학 으로

는 속으로 환원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리튬 속에 의해서 화학 으로 환

원됨을 밝혔다.

     Li
+ + e → Li

     6Li + RE2O3 → 2RE + 3Li2O

  한 희토류 원소 산화물이 속으로 환원되는 데는 Li2O 농도가 어떤 값 

이하가 되어야 하는 Li2O 임계농도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기분해 생성물의 

분석  cyclic voltammetry(순환 압 측정법)에 의하여, 몇 가지 희토류 원

소 산화물의 임계농도가 존재하는 농도 범 를 구하 다. 의 실험방법으로

는 Li2O 농도를 연속 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임계농도는 구

할 수 없고 임계농도가 존재하는 상하한의 농도 범 만 구할 수 있었다. 

Nd2O3는 Li2O 농도가 1.30 wt% 이하에서 Nd 속으로 환원되고 1.55 wt% 

이상에서는 속으로 환원되지 않음을 실험으로 확인하여 임계농도는 1.30～

1.55 wt%의 사이에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같은 방법으로 Gd2O3가 Gd 

속으로 환원되는 Li2O 임계농도는 0.29～0.50 wt%의 사이에 존재하고, Pr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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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r 속으로 환원되는 Li2O 임계농도는 0.28～0.42 wt%의 사이에 존재하

고, Eu2O3가 Eu 속으로 환원되는 Li2O 임계농도는 0.35～0.49 wt%의 사이

에 존재함을 확인하 다.

 

  (1) 서론

     산화물 핵연료의 리튬환원 공정은 리튬 속을 사용하여 사용후 산화물

핵연료를 속으로 환원하는 공정으로 650 oC의 용융염 LiCl 에서 환원반

응을 일으킨다. 이 때 생성되는 Li2O는 용융염에 용해되고 생성된 속은 염

과 분리된다. LiCl 염 에서 Li2O 농도를 허용치로 유지하기 하여 Li2O를 

기분해하여 회수된 리튬 속과 처리된 염은 재 사용한다. 당 연구실에서는 

화학 인 리튬환원 공정과 리튬 속을 회수하는 기분해 공정을 하나로 통

합한 공정을 연구하고 있다. 즉 Li+ 이온이 리튬 속으로 환원되는 양극 주

에 산화물 핵연료를 채워 넣은, 이온의 출입은 가능하나 리튬 속은 통과

하지 못하는 용기를 사용함으로서 산화물 핵연료는 리튬 속에 의해 속으

로 환원되고 이때 생성되는 Li+ 이온은 기분해에 의하여 다시 속으로 환

원되는 공정이다.

  리튬환원 공정에서 우라늄, 우라늄 원소  귀 속들의 산화물은 속으

로 환원되고 I, Te, Sb, Se  Br은 리튬과 반응하여 염에 용해되는 LiI, 

Li2Te 등과 같은 화합물을 형성한다. 당 연구실에서는 희토류 원소 산화물

(RE2O3)이 Li2O와 다음과 같이 반응하여 복합산화물을 형성하고, 복합산화물

을 형성하는 Li2O 농도는 희토류 원소에 따라서 다르고, 희토류 원소의 복합

산화물은 해당 희토류 원소의 산화물보다 더 용해하나, 복합산화물의 용해도

는 매우 작아 리튬환원 공정에서 희토류 원소는 거의 용해되지 않는 산화물 

혹은 복합산화물로 존재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RE2O3 + Li2O = 2LiREO2

  따라서 희토류 원소 산화물은 작은 용해도 때문에 기화학 으로는 환원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희토류 원소 산화물은, 그들의 생성 자유에 지(△G)가 리튬 산화물의 생성

자유에 지와 차이가 작기 때문에, 리튬 속에 의해 환원되기 어려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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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나, Li2O 농도가 낮은 경우 환원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용융 LiCl 에서 Li2O-RE2O3를 기분해 할 때 Li2O의 최종 농도에 따른 

기분해 생성물을 분석한 결과 낮은 Li2O 농도에서 RE2O3가 속으로 환원

됨을 확인하 다. 그래서 순환 압측정  기분해 등의 방법으로 몇 가지 

희토류 원소 산화물이 리튬 속에 의해 화학 으로 속으로 환원되는 Li2O 

농도를 구하 다. 이에 의하여 희토류 원소 산화물이 속으로 환원되기 

해서는 Li2O 농도가 어떤 값 이하가 되어야 하는 즉 Li2O 임계농도가 존재

함을 확인하 다. 그러나 의 실험방법으로는 Li2O 농도를 연속 으로 변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임계농도는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번의 실

험을 통하여, 몇 가지 희토류 원소 산화물에 하여 그 임계농도가 존재하는 

농도 범 를 구하 다.

  (2) 실험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Table 3.47과 같고, 3- 극 셀은 Fig. 3.237과 같

다. 환원 극은 스테인 스강 (STS-304)으로, 순환 압을 측정할 때는 직

경이 1.5 mm 혹은 2.4 mm인 을, 기분해를 할 때는 직경이 5 mm인 

을 사용하 다. 산화 극은 끝을 한 백  튜 (ø6 mm), 기 극은 백

 (ø3 mm)을 사용하 다. 환원 극은 이온은 자유로이 통과되나 리튬

속은 통과되지 않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로 우고, 이 용기에 희토류 원

소 산화물을 채워 환원 극과 되게 하 다. 산화 극은 류 도를 낮게 

유지하기 하여 2 개를 사용하 으며 환원 극에 하여 칭이 되게 배열

하 다. 셀의 내부는 아르곤 가스로 치환하고 기분해하는 동안, 혹은 순환

압을 측정하는 동안 산화 극에서 발생하는 산소 가스는 아르곤 가스를 

운반 가스로 사용하여 배출되게 하 다.

Table 3.47. Reagents Used in Experiments

Reagent Purity(%) Producer Reagent Purity(%) Producer

LiCl 99.995 Alfa AESAR Li2O 99.5 CERAC

Nd2O3 99.99 Rare Metallic Pr2O3 99.99 "

Gd2O3 99.9 " Eu2O3 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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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 Electrolytic reduction cell.

  순환 압 측정과, 기분해는 WonAtech WMPG 1000 Potentiostat를 사용

하 다. 기분해 생성물은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분석

으로 희토류 원소 산화물의 속환원 여부를 확인하 으며, XPS 측정은 

EscaLab 220-1-With Quadrupole을 사용하 다. Li2O-RE2O3의 기분해 생

성물은 마그네시아 용기를 깨뜨려 샘  병으로 회수하는 즉시, 속의 산화

방지를 하여 아르곤 로 박스로 옮겨 아르곤 가스로 치환하여 보 한 

후에 XPS 측정을 하 다. 해 셀의 온도가 LiCl이 충분히 용해되는 650 ℃

에 도달한 후에 Li2O를 가하고, Li2O의 용해시간을 감안하여 2 시간 후에 

기분해  순환 압 측정실험을 시작하 다. 실험이 끝난 다음의 냉각 과정

을 포함하여  실험 과정 동안 해 셀은 불활성 분 기를 유지하기 하

여 아르곤 가스를 흘려주었다.

  기분해 하는 동안 Li2O 농도의 변화는, 일정 시간마다 석 으로 용융

염을 채취하여 증류수에 녹인 다음, 페놀 탈 인 지시약을 사용하여 0.1 N 

HCl로 정하여 구하 다. Li2O 농도에 따른 Li2O-RE2O3의 순환 압 측정실

험은 Li2O의 첨가  용해, Li2O 농도분석, 순환 압 측정의 순서로 Li2O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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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증가시켜 가면서 수행하 다. 순환 압 측정실험에서 류- 압 곡선은 

주사 속도 10～100 mV/sec에서 얻었다.

  Li2O-RE2O3의 기분해 실험은, 0.3 A(환원 류 도: 0.1 A/cm2, 산화 

류 도: 0.03 A/cm2)의 류를 흘려서, 계산상으로 RE2O3를 환원시키는데 필

요한 양만큼의 리튬 속이 생성 될 때까지 Li2O를 기분해 한 다음 기분

해 생성물을 XPS로 분석하여 희토류 원소 산화물이 속으로 환원되었는지

를 확인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용융염 LiCl-Li2O 계에서 Li2O의 cyclic voltammogram(순환 압 측정

도)은 Fig. 3.238과 같다. Fig. 3.238에서 압을 음의 방향으로 주사할 때, 리

튬이온의 환원 압의 피크 값이 주사속도 증가에 따라서 음의 방향으로 이

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극 표면에서의 자 이동에 의한 리튬

이온의 환원반응은 비가역 반응임을 알 수 있다. 한 Fig. 3.238에서 압을 

양의 방향으로 주사할 때, 리튬이온의 환원으로 생긴 리튬 속이 다시 리튬

이온으로 산화되는 산화 압의 피크 값은 주사속도 증가에 따라 양의 방향

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극 표면에서의 자 이동에 의

한 리튬 속의 산화반응도 비가역 반응임을 알 수 있다.

  Fig. 3.237과 같이 환원 극 주 에 Nd2O3를 채워 넣고 Li2O 농도가 1.03 

wt%에서 얻은 순환 압 측정도(Fig. 3.239)  산화 압의 피크 값(Table 

3.48)에서 압을 양의 방향으로 주사할 때 산화 압의 피크 값이, 주사속도

가 10 mV/sec에서 50 mV/sec까지 증가할 때는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주

사속도가 50 mV/sec에서 100 mV/sec로 증가할 때는 반 로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의 Li2O의 순환 압 측정도(Fig. 3.238)에 의

하면 산화되는 물질이 리튬 속뿐이라면 산화 압의 피크 값이 주사속도 증

가에 따라 계속 양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산화 압의 피크 값의 

이동 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극반응, 화학반응 그리고 극반응이 순차

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압이 음의 방향으로 주사될 때, 

극반응으로 극 표면에 리튬이온이 환원되어 리튬 속이 생성되고, 이 리

튬 속이 극 표면에 되어 있는 Nd2O3와 화학반응을 하여 Nd2O3는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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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8. Cyclic voltammogram of Li2O in LiCl at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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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9. Cyclic voltammogram of Li2O-Nd2O3 in LiCl at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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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8. Element Expected to be Oxidized from the Shifts of Oxidation

           Peak Potentials Obtained from the Cyclic Voltammetry

           of Li2O-RE2O3 in LiCl at 650℃

Compound
Li2O

(wt%)

Oxidation peak potential(V) vs. Pt rod Expected

element

being

oxidized

Scan rate(mV/sec)

10 30 50 100

0.35 -2.00 -1.92 -1.90 -2.01 Eu

Eu2O3 0.49 -1.95 -1.80 -1.70 -1.51 Li

0.97 -1.87 -1.77 -1.64 -1.61 Li

1.03 -1.71 -1.68 -1.10 -1.51 Nd

Nd2O3 1.55 -1.77 -1.68 -1.55 -1.51 Li

3.23 -1.72 -1.62 -1.60 -1.60 Li

0.28 -1.81 -1.41 -1.70 -1.61 Pr

Pr2O3 0.42 -1.70 -1.59 -1.44 -1.41 Li

0.62 -1.92 -1.62 -1.39 -1.21 Li

0.29 -1.76 -1.65 -1.80 -1.71 Gd

Gd2O3 0.50 -2.03 -1.71 -1.65 -1.61 Li

0.80 -2.04 -2.01 -2.00 -2.00 Li

속으로 환원되고, 이 Nd 속은 압이 양의 방향으로 주사될 때, Nd 이

온으로 산화되는 극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Li
+ + e = Li                                                   (1)

     6Li + Nd2O3 = 2Nd + 3Li2O                                    (2)

     Nd = Nd3+ + 3e                                                (3)

그런데 Table 3.48  Fig. 3.239에서, 리튬 속에 의해 Nd2O3가 Nd 속으

로 환원되는 환원반응이 느려서 100 mV/sec의 주사속도에서는 환원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00 mV/sec의 주사속도에서 산화 압의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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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리튬 속의 산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100 mV/sec의 주사

속도에서의 산화 압 피크 값이 50 mV/sec의 주사속도에서 피크 값에 하

여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 한 이것은 리튬 속의 산화 압이 희토

류 원소들의 산화 압보다 낮은 사실과도 일치한다.

  앞의 사실들과 환원반응식(2)로부터 Li2O 농도가 1.03 wt% 이하가 되면 

Nd2O3가 Nd 속으로 환원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한 

환원반응은 느려서, 주사속도 100 mV/sec에서는 환원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즉 환원반응은 순환 압 측정에서 순환 압 구간(-1 ～ -3 V)을 순환조

사 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40  이상이 되어야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Li2O 농도가 1.55 wt%  3.23 wt%에서의 순환 압 측정도(Fig. 3.239(b), 

(c))  Table 3.48에서 두 가지 경우 모두 산화 압의 피크 값이, 압의 주

사속도 증가에 따라, 압의 양의 방향으로 이동함을 보아 이것은 리튬 속

의 산화(Fig. 3.238)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Nd2O3가 리튬 속에 의

해 환원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원반응식(2)로부터 Li2O 농도가 

1.55 wt% 이상이 되면, Nd 속으로의 환원반응과 반  방향으로 반응이 진

행되어, 환원반응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 Nd2O3의 Nd 속으로의 환원을 확인하기 해 Fig. 3.237과 같이 환

원 극 주 에 Nd2O3를 채워 넣고, Li2O 농도가 2.30 wt%에서 1.30 wt%로 

감소할 때까지 기분해 한 다음, 기분해 생성물을 XPS로 분석한 결과

(Fig. 3.240)에서 Nd 속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환원반응식(2)

에서 Li2O 농도가 1.30 wt% 이하가 되면 Nd2O3가 리튬 속에 의해 Nd 속

으로 환원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Li2O 농도가 1.03 wt%에서 Nd2O3

가 Nd 속으로 환원됨을 나타내는 순환 압 측정결과(Fig. 3.239(b))와 일치

한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리튬 속에 의해 Nd2O3가 Nd 속으로 환원되는 데

는 Li2O의 임계농도가 존재하며, 임계농도는 Li2O 농도가 1.30 wt%와 1.55 

wt% 사이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Table 3.49).

  환원 극 주 에 Eu2O3를 채워 넣고 0.35 wt%의 Li2O 농도에서 얻은 순

환 압 측정도(Fig. 3.241(a))  산화 압의 피크 값(Table 3.48)에서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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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이동 경향은 Nd2O3에서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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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0. XPS spectrogram of electrolysis products of Li2O-Nd2O3

              in LiCl at 650 ℃.

Table 3.49. Critical Concentration of Li2O for RE2O3 Reduction in LiCl-

             RE2O3 Electrolysis in LiCl at 650 ℃

Compound

Range of

critical conc.

of Li2O(wt%)

Reduced(○) or not(×)

with Li2O conc.(wt%)

XPS of electro- 

lysis products

Cyclic

voltammetry

Nd2O3 1.30 ～ 1.55 1.30(○)
1.03(○)

1.55(×)

Gd2O3 0.29 ～ 0.50 0.97(×)
0.29(○)

0.50(×)

Pr2O3 0.28 ～ 0.42 0.63(×)
0.28(○)

0.42(×)

Eu2O3 0.35 ～ 0.49 1.00(×)
0.35(○)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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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1. Cyclic voltammogram of Li2O-Eu2O3 in LiCl at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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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Li2O 농도가 0.35 wt% 이하가 되면 Eu2O3가 Eu 속으로 환원되

고, 한 Nd2O3에서와 같이 환원반응은 느려서 주사속도가 100 mV/sec에서

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i2O 농도가 0.49 wt%  0.97 wt%

에서의 순환 압 측정도(Fig. 3.241(b),(c))  산화 압의 피크 값(Table 

3.48)에서 모두 산화 압의 피크 값이, 압의 주사속도 증가에 따라, 압의 

양의 방향으로 이동함을 보아 이것은 리튬 속의 산화(Fig. 238)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i2O 농도가 0.49 wt% 이상이 되면, Eu 속으

로의 환원반응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 Eu2O3의 Eu 속으로의 환원을 확인하기 해 환원 극 주 에 

Eu2O3를 채워 넣고, Li2O 농도가 1.47 wt%에서 1.00 wt%로 감소할 때까지 

기분해 한 다음, 기분해 생성물을 XPS로 분석한 결과(Fig. 3.242)에서 

Eu 속이 생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순환 압 측정도에서 얻

은 Li2O 농도가 0.49 wt% 이상이 되면, Eu 속으로의 환원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 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리튬 속에 의해 Eu2O3가 Eu 속으로 환원되는 

Li2O의 임계농도는 Li2O 농도가 0.35 wt%와 0.49 wt% 사이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Tale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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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2. XPS spectrogram of electrolysis products of Li2O-Eu2O3

              in LiCl at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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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원 극 주 에 Gd2O3를 채워 넣고 0.29 wt%의 Li2O 농도에서 얻은 순

환 압 측정도(Fig. 3.243(a))  주사속도에 따른 산화 압의 피크 값(Table 

3.48)에서 피크 값의 이동은 Nd2O3(Fig. 3.239)  Eu2O3(Fig. 3.241)에서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른 은 Nd2O3  Eu2O3에서는 100 mV/sec

에서 Gd2O3에서는 50 mV/sec에서 피크 값이 압의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

고 있다는 이다. 따라서 Li2O 농도가 0.29 wt% 이하가 되면 Gd2O3가 Gd 

속으로 환원되나, 환원반응이 Nd2O3  Eu2O3보다는 더 느려서, 주사속도

가 50 mV/sec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환원반응은 순환

압 측정에서 순환 압 구간(-1 ～ -3 V)을 순환조사 하는데 걸리는 시간

인 80  이상이 되어야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 주사속도가 

100 mV/sec에서 산화 압의 피크 값이 50 mV/sec에 하여 압이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주사속도 증가에 따른 이동 경향으로 리튬 속의 

산화에 의한 것임을 확인시켜 다.

  Li2O 농도가 0.50 wt%  0.80 wt%에서의 순환 압 측정도(Fig. 3.243(b), 

(c))  산화 압의 피크 값(Table 3.48)에서 모두 산화 압의 피크 값이 

압의 주사속도 증가에 따라 압의 양의 방향으로 이동함을 보아 이것은 리

튬 속의 산화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i2O 농도가 0.50 wt% 

이상이 되면, Gd 속으로의 환원반응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 Gd2O3의 Gd 속으로의 환원을 확인하기 해 환원 극 주 에 

Gd2O3를 채워 넣고,  Li2O 농도가 1.38 wt%에서 0.97 wt%로 감소할 때까지 

기분해 한 다음, 기분해 생성물을 XPS로 분석한 결과(Fig. 3.244)에서 

Gd 속이 생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순환 압 측정도에서 얻

은 Li2O 농도가 0.50 wt% 이상이 되면, Eu 속으로의 환원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 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리튬 속에 의해 Gd2O3가 Gd 속으로 환원되는 

Li2O의 임계농도는 Li2O 농도가 0.29 wt%와 0.50 wt% 사이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Table 3.49).

  환원 극 주 에 Pr2O3를 채워 넣고 0.28 wt%의 Li2O 농도에서 얻은 순환

압 측정도(Fig. 3.245(a))  주사속도에 따른 산화 압의 피크 값(Table 

3.48)에서 피크 값의 이동은 Gd2O3에서와 같은 경향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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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3. Cyclic voltammogram of Li2O-Gd2O3 in LiCl at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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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4. XPS spectrogram of electrolysis products of Li2O-Gd2O3

              in LiCl at 650 ℃.

  따라서 Li2O 농도가 0.28 wt% 이하가 되면 Pr2O3가 Pr 속으로 환원되

고, 한 환원반응은 느려서 주사속도가 50 mV/sec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Li2O 농도가 0.42 wt%  0.62 wt%에서의 순환 압 측정

도(Fig. 3.245(b),(c))  산화 압의 피크 값(Table 3.48)에서 두 가지 경우 

모두 피크 값이 압의 주사속도 증가에 따라 압의 양의 방향으로 이동함

을 보아 이것은 리튬 속의 산화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i2O 

농도가 0.42 wt% 이상이 되면, Pr 속으로의 환원반응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 Pr2O3의 Pr 속으로의 환원을 확인하기 해 환원 극 주 에 Pr2O3

를 채워 넣고,  Li2O 농도가 1.35 wt%에서 0.63 wt%로 감소할 때까지 기

분해 한 다음, 기분해 생성물을 XPS로 분석한 결과(Fig. 3.246)에서 Pr 

속이 생성되지 않음을 확인하 다. 이것은 Li2O 농도가 0.42 wt% 이상에서 

Pr2O3가 Pr 속으로 환원되지 않는 순환 압 측정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리튬 속에 의해 Pr2O3가 Pr 속으로 환원되는 

Li2O의 임계농도는 Li2O 농도가 0.28 wt%와 0.42 wt% 사이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Table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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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5. Cyclic voltammogram of Li2O-Pr2O3 in LiCl at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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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6. XPS spectrogram of electrolysis products of Li2O-Pr2O3

              in LiCl at 650 ℃.

 다. 우라늄 산화물의 간물질 규명

미국의 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650 ℃에서의 LiCl-Li2O 

용융염에 한 UO2의 산화물 우라늄의 직 해법에 의한 속 환에 해 

연구를 수행하 다[54,56,57].

 UO 2(s) →U(s) + O 2(g)       Direct electrolysis

  이들의 보고에 의하면 650 ℃에서 UO2의 표  분해 는 -2.40 V이며 

650 ℃에서 Li2O의 표  분해 는 -2.47 V이므로 리튬 속이 환원되지 않

고 UO2가 우라늄 속으로 속 환되는 압범 는 -2.40 ∼ -2.47 V로 약 

75 mV 압범  창이 있으며 이에 한 potential의 조 에 거의 여유가 없

다고 하 다. 한 cathode voltage를 정 압으로 유지할 때 시스템은 anode

의 압에 의해 한정되어 진다고 보고하 다. Anode의 류 도를 낮추기 

해 wire에서 gauze나 coil 형태로 변형하여 anode의 압을 낮춤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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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de의 압이 시스템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 다. 그리고 cathode 

basket 내에 multi-pronged steel rod를 달아 교반하며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산소이온의 물질 달을 용이하게 하 고 그 결과 해 셀의 류가 20% 상

승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1) 실험장치  방법

     간물질 생성을 규명하기 해 3∼5 gU3O8/batch 규모의 속 환 장

치를 이용하여 실험하 다. 속 환 장치는 항식 가열로, 내부 반응기, 산

화 극, 환원 극  기 극 그리고 아르곤 가스 공   배출장치로 구성

된다. 속 환 장치의 내부 반응기에는 세라믹  마그네시아로 된 2 의 

도가니가 있다. 기화학  속 환 공정 개념을 검증하기 한 앞선 실험

에서는 내부 반응기로 스테인 스강 재질을 사용하 으나, 이로 부터 스테인

스강의 주요 구성 성분인 Fe, Ni, Cr 등이 LiCl에 용해된 Li2O와의 반응 

때문에 해반응 반부에 상치 않은 류의 흐름이 발생되었다. 이에 

LiCl-Li2O 용융염계에 비교  내부식 특성을 갖는 마그네시아 도가니를 내

부 반응기 재질로 선택하 다. LiCl-Li2O 혼합용융염을 사용하 으며 이 때 

Li2O의 조성은 3 wt%이다. LiCl은 Alfa AESAR사의 순도 99.6%, 20 mesh

인 시약을 사용하 으며, Li2O는 Alfa AESAR사의 순도 99.5% powder를 사

용하 다. Li2O는 공기 의 수분에 해 흡수성이 좋으므로 불활성 분 기

의 폐된 조건에서 계량 하여 내부 반응기로 공 되도록 하 다. 속

환 셀은 일체형 cathode 극, φ6 mm 백  튜 의 anode 극  φ3 mm 

백 의 기 극으로 구성된다. Anode의 극은 앙의 cathode 극을 

심으로 180〫간격으로 2 개의 극을 설치하 다. 그리고 속 환 셀의 

극들에 원을 공 하는 potentiostat는 WonATech사의 WMPG 1000 

Multichannel Potentiostat/Galvanostat이며 소 트웨어는 WMPG 1000 Ver. 

3.00을 사용하 다.

  Cathode, anode, 기 극  열  등으로 구성된 속 환 셀을 설치한 

후 일정량의 LiCl을 내부 반응기에 공 한다. 일정한 흐름의 아르곤 가스로 

내부 반응기를 불활성 분 기로 만들고 상온, 300 ℃  650 ℃에서 아르곤

가스로 내부 반응기에 충 하고 배출하는 과정을 각각 20 회 하여 LiCl에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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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된 수분  수화물을 제거한다. 3 wt% Li2O의 양을 650 ℃의 LiCl 용융염

에 공 하여 혼합용융염을 만들고 일정량의 샘 을 취하여 Li2O의 양을 확

인하 다. 우라늄 속 환 셀에 potentiostat를 사용하여 cyclic voltam- 

metry, chronopotentiometry, chronoamperometry 모드로 실험을 수행하 다. 

기화학 반응으로 인한 Li2O의 농도의 변화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약 1 

g의 혼합용융염 시료를 샘 링하여 페놀 탈 인 지시약과 0.1 N HCl 용액

으로 정하여 분석하 다. 실험이 완료된 cathode 극은 불활성 아르곤 가

스 분 기에서 충분히 냉각시킨 후 반응기로부터 분리하여 회수하 다. 회수

된 cathode 극 내 생성물을 물과 메탄올로 세척하여 생성물 내에 존재하

는 용융염을 제거하 고 이를 공기 분 기에서 산화에 의한 무게 증가율 분

석방법(Thermogravimetric analysis, TG)을 이용하여 속 환율을 측정하

으며, XRD 분석법을 이용하여 생성물의 성분을 분석하 다.

  (2) 실험결과

     Chronopotentiometry 모드로 -0.4 A 정 류 공  하에서 4 g의 우라

늄 산화물(U3O8)을 우라늄 속으로 환시키는 실험을 수행하 다. Fig. 

3.247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에는 산화 극에서의 압이 격히 증가하

다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산화 극에서 산소이온이 산화하여 

산소가스가 배출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시스템이 안정

화된 후 cathode의 압과 anode의 압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속 환이 이루어진다. 일정시간 후 산화 극의 압이 격히 상승하는데 

이 지 이 우라늄산화물의 속 환이 완료되는 시 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셀 는 -2.54 ∼ -2.79 V를 나타내고 cathode의 압은 -2.44 ∼ -2.55 V

이며, anode의 압은 0.15∼0.24 V를 나타내고 있다. Cathode 내에 생성된 

속 환체는 은색의 리튬 속으로 둘러싸여져 있었는데 이로부터 과량의 

리튬 속이 Li2O로부터 기화학 으로 환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Li2O로부터 리튬 속이 환원되는 기화학 반응속도가 우라늄산화물이 리튬

속과 반응하여 우라늄 속으로 환원되는 화학  반응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속 환체의 일부를 샘 링하여 속 환체 속에 있는 혼합용융염

을 증류수  메탄올로 세척하여 제거한 후 건조시켜서 열 량법(T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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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7. Chronopotentiogram of electrolytic reduction of uranium oxide

            to uranium metal in LiCl-3 wt% Li2O at 650 ℃(-0.4 A).

의해 속 환율을 측정하 다. 그 결과는 Fig. 3.2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

의 100% 속 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속 환체에 한 

XRD 분석에 한 Fig. 3.249의 결과 역시 속 환체가 우라늄 속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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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 of uranium oxide to uranium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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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9. XRD patterns of electrolytic reduction of uranium oxide to

             uranium metal in LiCl-3 wt% Li2O at 650 ℃(-0.4 A).

  우라늄 산화물이 LiCl-3wt% Li2O 혼합용융염 내에서 기화학 으로 우

라늄 속으로 환되는 과정을 규명하기 해 와 같은 조건(-0.4 A 정

류 실험)에서 실험을 수행하되 cathode의 가 일정해지는 시간 이후에 

실험을 단하여 cathode 내에 있는 속 환체를 분석하 다. 그 결과 Fig. 

3.250에서처럼 UO2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속 환이 이루어지는 시

을 정확히 잡기 해 가해주는 정 류를 -0.2 A로 낮추어 반응속도를 느

리게 하 다. 속 환이 이루어지는 지 에서 실험을 단하여 cathode 내

에 있는 속 환체를 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 다. 그 결과 -0.4 A 정

류 실험과 같이 UO2가 생성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와 같은 chronopotentiometry에 의한 정 류 실험은 cathode의 가 

약 -2.45 V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cell의 는 

-2.54 V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cell 는 Li2O가 기화학 으로 리

튬 속으로 환원되는 이론  환원 인 -2.47 V보다 더 환원 이기 때문에 

리튬 속이 먼  환원됨을 알 수 있으며, Li2O로부터 리튬 속이 환원되지 

않고 우라늄 산화물의 직 해 혹은 LixUyOz와 같은 간생성 물질 단계를 

거쳐 우라늄 속으로 환하는 반응 메카니즘을 증명하기 해서는 cell 

가 -2.47 V 이하에서 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를 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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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0. Chronopotentiogram and XRD patterns of electrolytic reduction

           of uranium oxide to uranium metal in LiCl-3 wt% Li2O

           at 650 ℃(-0.4 A and -0.2 A).

  백  기 극에 한 cathode 를 일정하게 공 하기 해 chrono- 

amperometry 모드에서 -2.2  -2.3 V 정 압 실험을 하 다. 먼  -2.2 V

정 압에서 18.5 시간 원을 공 한 후 이어서 -2.3 V 정 압에서 80 시간

의 실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는 Fig. 3.251에 나타낸 것과 같다. 반응 기

에는 anode의 가 커졌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작아지는데 이는 

chronopotentiometry 모드에서처럼 anode에서 산소이온이 산화하여 산소가 

생성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 인해 cathode와 anode에 흐

르는 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시작 약 4 시간 후에 류가 

-0.10 A로 안정화되었고 anode의 도 0.2 V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반응이 완료되기 에 실험을 단하 을 때 

cathode 내에 있는 생성물을 정 류 실험에서처럼 샘 링하여 속 환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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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1. Chronoamperogram of electrolytic reduction of uranium oxide

            to uranium metal in LiCl-3 wt% Li2O at 650 ℃

            (-2.2 V cathode potential).

에 있는 혼합용융염을 증류수  메탄올로 세척하여 제거한 후 건조시켜서 

열 량법(TG)에 의해 속 환율을 측정한 결과, 속 환율은 약 38% 으

며, XRD 분석 결과 역시 Fig. 3.252와 같이 UO2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속 환 장치를 이용하여 우라늄 산화물을 기화학 으로 혼합용융염 

내에서 우라늄 속으로 환원시키는 실험의 요한 조건 의 하나는 

cathode  anode의 류면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L에서 우라늄 산화

물의 직 해 환원법(direct electrolytic reduction)에 한 실험  anode 

극을 백  와이어로 사용하 는데 그 때 anode의 가 1.80 V까지 올라

가며 이것이 공정의 한계가 된다고 보고하 다. 이것을 해결하기 해 anode 

극을 백  망 는 백  코일로 만들어 anode의 를 낮추었고 공정 운

성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정 류 실험  정

압 실험에서도 cathode  anode의 류면 을 잘 고려해야 우라늄 산화

물의 속 환이 잘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ode의 가 높아

지는 이유 의 하나는 백  재질의 anode가 해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산

소와 반응하여 산화 피막층을 형성함으로써 항이 증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451 -

2-Theta Scale
20 40 60 80

Li
n 

(c
ou

nt
s)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Fig. 3.252. XRD patterns of electrolytic reduction of uranium oxide to

             uranium metal in LiCl-3 wt% Li2O at 650 ℃

             (-2.2 V cathode potential).

  Chronopotentiometry 모드에 한 실험결과인 Fig. 3.253에서 보면 -0.1 A 

정 류 하에서 anode의 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1.13 V까지 올라가며 

cathode의  한 -0.95 V까지 올라갔다. Anode와 cathode의 의 변

화가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며 체 인 cell 는 -2.1 V로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다. 이 실험 결과로부터 cathode 내에 있는 생성물은 Fig. 3.2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Li2UO4(lithium uranium oxide)와 UO2 고, TG 분석결과로

부터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Li2UO4는 장시간의 실험에 의해 화학 으로 반응하여 생성된 것으로 

고려되어진다[58]. 그리고 chronoamperometry 모드에 한 실험결과인 Fig. 

3.255에서 보면 -2.2 V 정 압 하에서 anode의 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1.06 V까지 올라가며 cell 는 -3.26 V가 되었다. 이 실험에서의 cathode 

내에 있는 생성물은 Fig. 3.2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UO2로 확인되었다. 의 

두 실험의 경우(Fig. 3.254와 Fig. 3.256)는 모두 반응기 내에 있는 용융염의 

높이가 cathode 내에 있는 우라늄 산화물의 높이보다 높았다. 이는 우라늄 

속 환이 잘 이루어진 실험(Fig. 3.247)과 비교가 된다. Fig. 3.247에서는 

우라늄 산화물의 높이가 용융염의 높이보다 약 5 mm 정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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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3. Chronopotentiogram of electrolytic reduction of uranium oxide

            to uranium metal in LiCl-3 wt% Li2O at 650 ℃(-0.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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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4. XRD patterns of electrolytic reduction of uranium oxide to

      uranium metal in LiCl-3 wt% Li2O at 650 ℃(-0.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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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5. Chronopotentiogram of electrolytic reduction of uranium oxide

            to uranium metal in LiCl-3 wt% Li2O at 650 ℃

            (-2.2 V cathode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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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6. XRD patterns of electrolytic reduction of uranium oxide to

             uranium metal in LiCl-3 wt% Li2O at 650 ℃

             (-2.2 V cathode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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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늄 산화물을 직 해 환원법에 의해 우라늄 속으로 환시키는 반

응 메카니즘은 리튬 속에 의해 환원되는 반응 메카니즘과 다르기 때문에 

Li2O로부터 리튬 속이 환원되지 않아야 하고 Li2O가 마치 매같은 역할로 

작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해서는 cell 를 리튬산화물

에서 리튬 속이 환원되는 이론  인 -2.47 V보다 낮은 로 유지하

며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Cell 를 Li2O로부터 리튬 속을 환원시키는 환원 보다 낮은 -2.4 V

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Fig. 3.257에서와 같이 실험이 약 5.5 시간이 경

과한 후 반응시스템이 안정화되었고 그 때 흐르는 류는 -0.1 A, anode의 

는 0.98 V이며 cathode의 는 -1.42 V가 되었다. anode의 가 높

이 올라가서 우라늄 속 환이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258의 경우에 cathode의 를 -2.2 V로 일정하게 유지하며 속

환 실험을 수행하 다. Cell 를 -2.47 V를 넘지 않도록 유지시켜야 하

는데 anode의 가 증가하여 0.31 V보다 크게 되면 리튬 속이 Li2O로부

터 환원되어 직 해 환원법에 의한 방법으로 속 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Anode의 를 0.2 V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요한데 

anode  cathode의 류면 을 잘 조 하는 것이 열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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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7. Chronoamperogram of electrolytic reduction of uranium oxide

            to uranium metal in LiCl-3 wt% Li2O at 650 ℃

            (-2.4 V cell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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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8. Chronoamperogram of electrolytic reduction of uranium oxide

            to uranium metal in LiCl-3 wt% Li2O at 650 ℃

            (-2.2 V cathode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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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차세 리 종합공정 mechanical flow sheet 분석

  3 단계에서는 PWR 사용후핵연료의 고온 용융염 속 환 시스템인 사용

후핵연료 차세 리 종합공정에 한 hot test를 수행할 계획이다. 본 연구

에서는 고온 용융염 속 환 시스템의 hot test를 한 가용 hot cell의 선

정과 더불어 핵연료물질  폐기물 이송․ 장 리시스템, 주 공정인 고온 

용융염 속 환 시스템의 flow sheet에 한 반 인 분석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차세 리 종합공정에 한 기 요건  설계요건을 제시하 다. 고

온 용융염 속 환 시스템의 flow sheet는 본 단계에서 수행한 20 kgU/ 

batch 규모의 mock-up 시험 결과를 통해 최종 으로 확정하여 반 하 다. 

본 과제에서 제안한 기화학  속 환 시스템을 기 공정으로 선정하고, 

건식분말화, 기화학  속 환  smelting 공정으로 구성된 flow sheet

를 상으로 mechanical flow sheet를 분석, 평가하 다. 고온 용융염 속

환 시스템의 hot test를 한 hot cell은 우선 기존 hot cell의 기능  활용

성을 고려하여 핵연료 집합체의 해체  인출, 핵물질 계량, 단  포장은 

PIEF hot cell을 이용하고, 속 환 시스템의 hot test는 IMEF 비 핫셀을 

이용하는 방안을 기 으로 mechanical flow sheet를 비 선정하 다.

1.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종합공정 flow sheet 개요

  본 과제에서 최 로 개발한 LiCl-Li2O의 복합용융염계를 이용하는 기화

학  속 환 기술과 ANL 연구소에서 개발한 리튬공정를 상으로 반응성 

 공정 구성, 운 성, hot cell의 활용성 등의 제반 인 여건 분석을 통해 차

세 리 종합공정의 기 공정을 선정하 다. 기 공정의 선정 과정은 실험

실 규모의 반응성 규명 실험과 20 kgU/batch 규모의 mock-up 공정을 이용

한 공학  측면에서의 장치개발 가능성  공정 운 성에 한 종합 인 평

가 과정을 통해 최종 으로 기 공정을 선정하 으며, 이 결과는 Table 3.51

과 같다. Table 3.51과 같이 기화학  속 환 시스템은 반응공학 측면 

이외에 폭발 인 산화 특성이 있는 리튬 속 취 을 배제하기 때문에 공정 

안 성은 물론 hot cell 기  요건 완화  공정의 compact화로 인해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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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0. Analysis of Metallization System in a Molten Salt at High

             Temperature

평가항목 Electrolytic Reduction 
공정 리튬공정

용융염 매질 LiCl-Li2O LiCl-Li

속 환율 >99% >97%

폐용융염 발생량 <3 kg-LiCl/kg-U3O8 9 kg-LiCl/kg-U3O8

우라늄 속 
회수율

≒ 100% >99%

반응 시간 20～60 hr 10～12 hr

반응조건 제한성 없 음
・Li2O 최종농도: <3.1 wt%・반응온도 : <720 ℃
  (U-Fe 합 형성 배제)

불활성 분 기 
유지조건

반응기 내부
・Hot cell/반응기 내부: 수 

분  산소농도 50ppm이하

공정 구성
건식분말화 공정
+ 기화학  속 환공정
+smelting공정

건식분말화 공정 + 리튬공정
+리튬 속 회수공정
+smelting공정

후속공정과의 
연계성

양 호 불 리

기술개발 성숙도
실험실 규모 속 환장치

개발완료

속분말 분리  리튬 속
회수문제 으로 인해 기술
개발 지연

으로 hot cell의 보완공사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다. 상기와 

같은 기 공정의 선정 과정을 통해 차세 리 종합공정 기 공정도(Fig. 

3.259)를 완성하 으며, 단  공정에 해 상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건식분말화 공정

    SMATER hot cell에서 탈피복 과정을 통해 25 cm 길이의 rodcut으로

부터 핵연료물질을 회수한다. 회수된 핵연료물질은 속 환 공정에서 반응

속도 향상  휘발성 핵분열생성물로 인한 불순물 생성 방지를 해 펠렛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500 ℃의 공기 과잉조건에서 U3O8로 산화시킴과 동

시에 분말화가 수행된다. 사용후핵연료 펠렛의 산화반응은 펠렛 표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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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9. Flow sheet of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차 내부로 산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동시에 분말화가 되며 약 5 시간의 반

응 시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펠렛은 10～15 ㎛의 분말로 

환되고, I2, Xe, Kr 등의 일부 휘발성 핵분열생성물들이 제거된다. 특히 

기화학  속 환 과정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반응은 우라늄 속 

pore로부터 산소이온의 확산속도가 율속단계이고, 비표면 이 반응속도에 가

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반응성 규명 실험결과

의 분석을 수행하여 기화학  속 환에 앞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분말

화하는 선행 공정이 포함된 최 의 flow sheet를 확립하 다.

 나. 기화학  속 환 공정

    기화학  속 환 장치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 우라늄 산

화물  고체 극으로 구성된 일체형 음극(cathode), 양극(anode)과 기 극

으로 구성된다. 건식분말화 단계에서 분말화된 핵연료물질은 일체형 음극의 

다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과 고체 극 사이에 유입된다. 일체형 음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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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환 장치의 심에 치하고, 양극과 기 극은 일체형 음극을 심으

로 원주 방향으로 일정 간격으로 배치된다. 양극은 고온 LiCl 용융염계에서 

내부식  내산화성이 있는 백  혹은 세라믹(Fe3O4, SnO2 등) 재질을 사용

한다.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는 650 ℃의 LiCl-3 wt% Li2O 용융염계에서 Li2O

의 해반응에 의해서 속으로 환된다. 통상 으로 cell의 는 anode 

극 산화와 용융염 매질인 LiCl의 분해 방지를 해 -3.0 V 이하를 유지한

다. 기화학  속 환 과정에서 우라늄, TRU, NM 속  일부 희토류 

원소는 속으로 환되어 일체형 음극에 잔류하는 반면에 고방열성 핵종인 

알카리, 알카리토 속 원소  일부 희토류 원소는 염화물 혹은 복합산화물

로 환되는 특성과 LiCl 용융염계에 한 용해 특성으로 인해 속 환체로

부터 선택 으로 분리된다. 기화학  속 환 반응이 완료된 다음에는 일

체형 음극과 양극을 용융염 계면으로부터 분리하고, 특히 일체형 cathode 

극 내의 사용후핵연료 속의 재산화 방지를 해 반응기 내부를 엄격한 불

활성 분 기(산소  수분의 농도: <20 ppm)를 유지시킨다.

 다. Smelting 공정

   기화학  속 환이 완료된 다음, 일체형 cathode(다공성 magnesia 

membrane과 사용후핵연료 속)를 분리하고, 이를 직  smelting 장치에 도

입한다. Smelting 장치는 효율 인 처분 혹은 속 핵연료주기로 재순환을 

해 잔류 LiCl 용융염  일부 미산화된 산화물을 제거시키고, 일정 형상으

로 잉고트화시키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한다. 본 장치는 1,300 ℃ 온도 조건

의 불활성 분 기에서 분말 형태의 속 환체를 용융시키고, 잔류 LiCl 용

융염을 진공증류 방법으로 제거하며, 냉각된 잉고트 상층부에 형성된 미산화

된 산화물 슬래그를 분리한다. 본 장치에서는 운 성과 공학  측면에서 불

활성 분 기(수분  산소농도: <5 ppm) 제어  1,300 ℃ 온도에 한 내

구성을 갖는 장치재료 등의 기 요건을 만족하는 장치개념이 필수 이다.

 라. 폐용융염 잉고트화

    기화학  속 환 과정에서 발생된 폐용융염은 LiCl-1 wt% Li2O 이

외에 고방열성 핵종인 알카리  알카리토 속, 일부 희토류 원소의 염화물

이 포함되어 있다. 폐용융염은 처리  사용후핵연료 비 발열량과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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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75%를 나타내고 고  폐기물로 분류된다. 재 폐용융염을 내침출

성과 열  안 성을 갖도록 제올라이트에 내포시키고, 고정화시키는 방안에 

한 실험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3 단계의 hot test에는 폐용융염을 일정 

크기로 잉고트화 하여 보 ․ 리하고, 실질 인 폐용융염 고정화는 hot test

를 종료한 다음 후속 처리할 계획이다.

2.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종합공정 mechanical flow sheet 분석        

  평가

 재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종합공정의 hot test는 재 가동 인 핫셀

의 제한된 여건으로 인해 IMEF 지하에 치한 비 핫셀을 보완하여 활용

할 계획이다. 비 핫셀의 한정된 면 으로 인해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종합공정의 핵심공정인 탈피복, 건식분말화, 속 환  smelting 공정만을 

실증하고, 사용후핵연료 인출  단 등의 처리 장치와 폐기물 장 리 

등은 Table 3.52와 같이 재 가동 인 타 시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가. 조사재 시험시설(PIEF)

  (1) PWR 사용후핵연료 선정

     KAERI PIEF에는 총 8 개의 집합체를 보  이며 이  6 개의 집합

체는 고리 1 호기의 사용후핵연료이고, 나머지 2 개의 집합체는 각각 고리 2 

호기  울진 2 호기로부터 각각 이송된 사용후핵연료이며, 사용후핵연료의 

제원은 Table 3.5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장량  연소도

를 고려하여 고리 1 호기에서 이송된  PWR 사용후핵연료를 기  핵연료로 

비선정하고, 공정  시설 설계기  요건을 설정하 다.

Table 3.51. Practical Plan of Hot Cell Test

PIEF
IMEF(SMATER)

RWTF

Pool Hot cell Monolith

인 출
단  

포장
탈피복

Voloxi-

dation

속

환
Smelting

폐용융염

 고정화 

폐기물

장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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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2. PWR Spent Fuels in PIEF

ID
Fuel 
type

Enrichment 
(wt%)

Reactor
Core 

location

Burnup
(MWd/

tU)

Discharge 
date

KEARI 
trans-

portation

A17 14x14 2.122
Kori

Unit 1
1(J6) 17,071 1979.10.27 1987.6

A39 14x14 2.122
Kori

Unit 1
1(K7),2(G7) 25,300 1981.1.30 1987.5

C15 14x14 3.199
Kori

Unit 1
1(K3),2(F8),

3(H3)
32,000 1982.4.17 1987.4

F02 14x14 3.200
Kori

Unit 1
4(B6),5(K9),

6(L10)
28,300 1985.9.17 1992.5

G23 14x14 3.2103
Kori

Unit 1
4(A8),5(A8),

6(B7),7(D7)
35,500 1986.10.24 1990.5

J14 14x14 3.1968
Kori

Unit 1
7(E9),8(J5),

9(H11)
37,500 1989.1.20 1991.7

J44 16x16 3.4869
Kori

Unit 2
7(C8),8(C7) 35,018 1992.5.29 1993.4

K23 17x17 4.20
Ulchin
Unit 2

8,9,10 52,600 2001.5.15 2003. 

  재 보  인 고리 1 호기 사용후핵연료는 농축도 3.2 wt%, 연소도는 

17,000～37,500 MWd/tU, 그리고 냉각기간은 10～20년 정도이며, 이를 감안

하여 실증시설 설계 기 을 3.5 wt%, 43,000 MWd/tU으로 설정하 다.

  (2) PWR SF 집합체 해체  연료  단

     PIEF 9402 pool에서 PWR SF 집합체를 index plate  extraction tool

을 이용하여 해체하고 핵연료 을 인출한 다음, PIEF 9403 

pool(7.5×3.9×15.5 m)에 장한다. 핵연료 은 monorail를 이용하여 9404 핫

셀로 이동하고, 핵연료 의 건 성 여부를 확인하기 한 육안검사와 γ

-scanning을 수행한다. 9404 핫셀에서 핵연료 의 육안검사와 γ-scanning

에는 약 2일이 소요된다. γ-scanning이 완료된 핵연료 은 9405 핫셀로 이

송되어 fission gas 포집  일정 길이로 단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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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4 m의 핵연료 은 우선 puncturing 작업을 통해 fission gas를 포

집, 분석을 수행한다. 핵연료 은 속의 다이아몬드 단기를 이용하여 25 

cm 간격으로 단을 한다. 특히 핵연료 의 단 과정에서 핵연료 물질의 

비산과 단속도 향상을 해 별도의 장치  냉각유를 사용한다. 핵연료 

은 25 cm의 rodcut이 약 15 개가 발생되며, 각 rodcut은 계량한 다음, 이를 

capsule에 포장  ID log를 부착하고, RD-15 Padirac cask에 재하여 

IMEF의 SMATER 핫셀로 운반된다. 핵연료 의 단 과정에서 발생된 양

단의 rodcut은 container에 된 후 장수조로 이송하여 장한다. 이와 

같은 해체 작업을 통해 1 campaign에 소요되는 10 개의 핵연료 을 인출하

는 작업을 수행한다. 특히 PIEF 9403, 9404  9406 핫셀의 핵연료  처리

용량은 1 개로 1 campaign에 소요되는 PWR 사용후핵연료 20 kgHM을 확

보하기 해서는 핵연료  이송, γ-scanning  단작업 10 회를 수행하여

야 한다. PIEF에서 핵연료  단  포장의 mechanical flow sheet는 Fig. 

3.260과 같다.

 나. IMEF의 SMATER hot cell

    IMEF의 SMATER hot cell에는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종합공정의 

Fig. 3.260. Mechanical flow sheet in PI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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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 건식분말화 공정, 기화학  속 환  smelting 공정에 한 hot 

test가 수행되며, 각 단계별 mechanical flow sheet는 Fig. 3.261과 같다.

  (1) Rodcut 인출  핵물질 계량

     Capsule 75 개를 재한 RD-15 Padirac cask는 SMATER hot cell의 

속장치에 속한 다음, 인출작업을 수행한다. PIEF에서 capsule 150 개를 

IMEF SMATER hot cell로 이송하기 해서는 상기와 같은 작업을 2 회 수

행하여야 한다. 인출된 capsule로부터 rodcut을 하역하고, 각각의 rodcut에 

한 무게 측정과 ASNC를 이용하여 핵물질 조성을 비 괴  방법으로 측정

한다. ASNC는 rodcut의 Cm-244를 측정하고, curium 비를 기 으로 핵물질

의 조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rodcut 당 약 5 분이 소요되며, 오차는 약 5% 

이내이다.

  (2) Rodcut의 탈피복

     1 개의 rodcut을 slitting 장치에 안착한 다음, 원뿔형 날을 이용하여 

피복 을 수직 방향으로 단한다. 이 과정에서 피복 은 원뿔형 날과 동시

에 작동하는 분리 에 의해 hull은 상단에 남고, 사용후핵연료 펠렛과 일부 

분쇄된 덩어리는 하부의 장용기에 수집된다. Slitting 장치는 모터에 의해

서 수직으로 작동되고, 한 개의 rodcut의 탈피복 소요시간은 약 2 분 정도 

소요된다. 본 장치는 일부 사용후핵연료의 비산을 방지하기 해 slitting 장

치 상부에는 hot cell의 환기시스템과 연결된 국부 hood 시스템이 설치된다. 

회수된 hull은 ASNC를 이용하여 핵물질 조성과 무게를 계량하고, container

에 포장한 다음 RD-15 cask에 재하여 폐기물 장고로 반출된다. 1 cam- 

paign 당 약 4.8 kg의 hull이 발생된다. 장용기에 수집된 사용후핵연료 펠

렛은 무게를 계량한 다음 건식분말화 장치에 도입된다.

  (3) 사용후핵연료의 건식분말화

     사용후핵연료 펠렛의 장용기는 건식분말화 장치와의 원격 조립성과 

입자의 비산 방지를 해 엄격한 폐 요건을 갖춘 원격조립 시스템이 용

된다. 장용기는 건식분말화 장치의 상단 랜지에 조립된 다음, 폐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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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1. Mechanical flow sheet in SMATER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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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핵연료물질을 취 한다. 건식분말화 장치는 3 단의 고정층으로 구성

되며, 사용후핵연료 분말특성 요건(평균입도 10～20 ㎛)에 부합된 분말을 확

보하기 해서 각 단의 mesh는 서로 다른 크기로 구성된다. 건식분말화 장

치는 500 ℃의 과잉공기 조건에서 shrinking core 모델에 의해 펠렛의 외부 

표면에서 내부로 산화반응이 진행됨과 동시에 분말화가 진행된다. 특히 건식

분말화 장치 내부의 공기흐름은 분말의 terminal velocity를 고려하여 설계되

었으며, 가능한 비산 입자를 최소화 되도록 하 다. 반응기 상단으로부터 

차로 산화된 분말은 최종 으로 하단의 장용기에 수집되도록 하 다. 건식

분말화가 완료된 다음, 분말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일정량의 시료를 채취한 

다음, SMATER 핫셀에서 무게와 핵물질 조성을 측정하고 RD-10 cask에 

재하여 화학분석실로 이송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4)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속 환

     다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  고체 극으로 구성된 일체형 cathode 

극에 20 kgHM의 사용후핵연료를 도입하고, 충진 도를 2.0～2.5 g/cm3로 

유지한다. 이와 같은 조작을 완료한 다음, 상온의 조건에서 50～80 kg의 

LiCl을 반응기에 도입한다. 반응기 내부의 불활성 분 기 유지를 해 상온 

조건에서 아르곤 가스 충진  배출조작 약 20 회를 수행한 다음, 가열을 시

작한다. 가열 단계에서도 아르곤 가스를 5 ℓ/min 유량으로 공 한다. 이와 

같은 조작은 가열온도 300 ℃  650 ℃ 조건에서도 동일하게 수행한다. 반

응기의 온도가 650 ℃에 도달하면, 반응기 상단의 Li2O 공 시스템을 이용하

여 일정량의 Li2O를 도입하고, 용해속도 향상을 해 교반 시스템을 작동한

다. LiCl-3 wt% Li2O 조성의 복합용융염이 제조된 다음, 일정 류  650 

℃의 온도 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반응을 개시한다. 통상 으로 

공 된 류에 비례하여 속 환 속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론 으로 반응

시간의 측이 가능하다. 속 환 반응이 완료된 다음, 용융염 계면으로부

터 일체형 cathode, anode, 열   교반축을 분리하고, 속의 재산화 방

지를 해 불활성분 기(산소  수분 농도 < 50 ppm) 조건에서 냉각한다. 

일체형 cathode로부터 속분말이 담겨있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를 

해체하고, 잔류 용융염과 사용후핵연료 속분말의 무게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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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의 잉고트화

     속 환이 완료된 속분말은 다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과 함께 

smelting 장치에 도입된다. 본 장치는 불활성 분 기에서 속 환체의 용융

에 의한 잉고트화, 잔류 용융염, 미환원 산화물의 제거를 해 수행하는 단

계로 장치의 기 요건 부합성이 매우 요하다. 본 장치는 약 1,300 ℃ 온도 

조건에서 운 되며, 잔류 LiCl 용융염 분리 99 % 이상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본 장치는 아르곤 가스의 충진  진공배출 조작을 통해 수분  산소

의 농도를 5 ppm 이하의 불활성 분 기 조건에서 일정시간 용융하고, 배출

되는 LiCl 증기는 냉각법을 이용한 trap에서 제거한다. Smelting을 완료한 

다음, 외부의 다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를 제거하여 순수 잉고트만을 회

수한다. 회수된 잉고트는 무게를 계량한 다음, 일부 시료채취를 하고 capsule

에 포장하여 화학분석실로 반출한다.

  (6) 폐용융염의 잉고트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hot test 과정에서 발생된 폐용융염은 사용

후핵연료 비 발열량과 방사능 세기의 75 %를 나타내는 고  폐기물이

며, 흡수성이 매우 큰 물질이다. 따라서 폐용융염은 안 한 형태로의 고정화

를 한 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hot test에서 폐용융염의 고정

화 공정은 다음 단계에서 수행하고, 단지 불활성 분 기에서 임시 장이 용

이하도록 한 형태의 잉고트화하는 과정만 포함한다. 속 환 공정에서 

발생된 폐용융염은 계량한 다음, 후속처리를 해 잉고트화하여 불활성 분

기의 폐 장용기에 임시 장할 계획이다.

 다. 폐기물 이송  장 리

     Hot test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hull, LiCl 폐용융염, 사용후핵연

료 속 환체  기타 폐기 자재로 구분할 수 있다. 1 campaign 당 발생되

는 hull, LiCl 폐용융염  속 환체는 각각 약 5.0 kg, 80 kg  20 kg이

다.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과정에서 발생되는 hull은 무게와 핵물질을 계량한 

다음, container에 포장하여 monolith 장시설로 이송한다. 반면에 속 환 

공정에서 발생된 폐용융염은 후속공정에서의 취 성을 고려하여 일정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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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잉고트화하고, 흡수성을 고려하여 불활성 분 기의 폐 container에 포장

하고, SMATER hot cell의 storage vault에 임시 장한다. 다음 단계에서 

이를 다시 회수하여 고정화 처리할 계획이다. 한 속 환 공정에서 발생

되는 속 환체는 화학분석  산화특성 분석을 완료한 다음, 불활성 분

기의 container에 포장하여 SMATER hot cell의 storage vault에 임시 장

하고, 후속 처리방안은 다음 단계에 확립할 정이다. 폐기물 이송  장

리 시스템의 mechanical flow sheet는 Fig. 3.262와 같다.

3. Logistic time schedule 분석

  본 에서는 제시된 mechanical flow sheet를 기 으로 hot test의 1 

campaign의 소요시간 분석을 통해 hot test의 최  운 계획과 더불어 단

공정의 운 방법에 한 방안을 확립할 정이다. 특히 본 hot test는 

SMATER hot cell의 제한된 여건으로 인해 사용후핵연료 인출  단작업

의 PIEF hot cell에서의 수행이 필수 이다.

Fig. 3.262. Mechanical flow sheet for waste transf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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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이송과 PIEF hot cell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용량 

등은 hot test의 시간계획에 큰 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다. 본 소요시간 분

석에서는 PIEF 시설의 처리용량  이송시간, IMEF SMATER hot cell에서

의 단 공정의 소요시간에 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최  hot test의 운 계

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가. PIEF hot cell에서의 소요시간 분석

    PIEF hot cell에서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 연료  인출  단, 외 검사  감마 스캐닝, rodcut 무게 계량  

포장 작업이 수행된다. 본 분석에서는 핵연료 집합체 해체  인출 소요시간

은 2 일을 기 으로 하 다. 그 다음 후속 공정인 핵연료 의 외 검사  

감마 스캐닝, 단 작업은 PIEF hot cell의 처리용량의 한계로 인해 핵연료 

 1 개를 기 으로 소요시간을 분석하 다. 핵연료  1 개의 외 검사  

감마 스캐닝에 소요되는 시간은 2 일, 그리고 핵연료  단에 소요되는 시

간은 1 일을 기 으로 분석하 다. 그리고 rodcut의 계량  포장은 운 시

간의 단축을 해 다음 핵연료 의 처리에 의해 9406 hot cell이 활용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수행토록 하 다. 따라서 본 작업은 실제 으로 총 운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 campaign 당 소요되는 20 kgHM의 사용후

핵연료를 확보하기 해서는 핵연료  10 개의 처리가 요구되며 최 화된 

PIEF에서의 운 작업 차  각 운 별 소요시간은 Table 3.54와 같다. 

PIEF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에 요구되는 작업시간은 IMEF까지 rodcut

을 이송하는 것을 포함하여 44 일이 소요됨을 나타내고 있다.

 나. IMEF hot cell에서의 소요시간 분석

    PIEF로부터 이송된 rodcut들은 IMEF hot cell로 반입되어 건식분말화 

 속 환 공정 등의 다단계를 거쳐 잉고트의 형태로 IMEF hot cell을 떠

나게 된다. 이때 거치게 되는 각 과정  차들의 목록과 그에 따른 소요시

간을 Table 3.55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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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3. Logistic Time Schedule in PIEF

작업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집합체 해체

○핵연료  인출
  (1,2,3,4,5)

○외 검사/감마    
  스캐닝(1,2,3,4,5)

○연료  단
  (1,2,3,4,5)

○Rodcut계량/포장
  (1,2,3,4,5)

작업 항목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4

○핵연료  인출
  (6,7,8,9,10)

○외 검사/감마
  스캐닝(6,7,8,9,10)

○연료  단
  (6,7,8,9,10)

○Rodcut계량/포장
  (6,7,8,9,10)

○Capsule(75개)    
  재/이송(1)

○Capsule(75개)    
  재/이송(2)

  (1) Rodcut 반입  인출

     Rodcut을 재한 RD-15 cask는 수송 수단을 이용하여 IMEF로 이송

하고, IMEF 서비스 구역에 있는 30 톤 용량의 크 인을 이용하여 RD-15 

cask를 지하로 운반한다. RD-15 cask는 지하에 설치된 일 상의 차를 이

용하여 직  SMATER hot cell의 속장치와 속이 가능하다. 본 분석에서

는 PIEF에서 IMEF까지 RD-15 cask 운반, RD-15 cask 속  capsule의 

하역까지 포함한 소요시간 1 일을 기 으로 하 다. 한 75 개의 capsule로

부터 rodcut을 인출하고, capsule을 다시 RD-15 cask에 재하여 PIEF 시설

로 이송되는 소요시간을 1 일로 기 하 다. RD-15 cask는 75 개 rodcut의 

재 한계로 인해 20 kgHM 상당의 rodcut을 운반하기 해서는 상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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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된 작업을 2 회 수행하여야 하며, 총 작업시간은 4 일이 소요된다.

Table 3.54. Logistic Time Schedule in SMATER Hot Cell

작업 항목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RD-15 Cask 수납  
  Capsule(75개)하역(1)

○Rodcut(75개) 인출(1)

○Capsule 재/RD-15
  Cask PIEF로 이송(1)

○RD-15 Cask 수납  
  Capsule(75개)하역(2)

○Rodcut(75개) 인출(2)

○Capsule 재/RD-15
  Cask PIEF로 이송(2)

○Rodcut 계량(무게  
  ASNC)

○탈피복  SF 펠렛 
  회수

○SF펠렛 건식분말화

○SF분말 회수/계량

○일체형 Cathode 극
  조립

○원료물질 계량  
반입/운반용기 반출

○ 속 환장치 조립

○SF 속 환반응

○ 속 환장치 해체/ 
일체형Cathode 극
회수

○Smelter 조립

○ 속 환체 Ingot화

○Ingot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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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odcut 계량

     인출된 150 개의 rodcut은 트 이에 임시 보 하고, 각 rodcut은 무게 

계량  ASNC를 통해 안 조치 상 주요 핵물질의 비 괴  계량을 수행

한다. ASNC을 통한 핵물질 계량은 rodcut 당 10 분이 소요되며, 150 개 

rodcut의 ASNC  무게 계량에 소요되는 시간은 2 일로 추산된다.

  (3) 탈피복  hull 회수

     Rodcut은 사용후핵연료를 회수하기 해서 탈피복 과정을 거친다. 탈

피복 작업은 다이아몬드 날과 피복  해체를 한 장치로 구성된 slitting 장

치를 이용하여 수행되며 피복 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회수한다. 탈피복 

과정은 rodcut 당 10 분이 소요되며, 150 개 rodcut의 탈피복과 사용후핵연

료 펠렛의 회수 소요시간은 3 일을 기 으로 하 다. 회수된 hull은 계량  

포장을 한 다음, IMEF M4 hot cell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 시설의 monolith

에 임시 장된다. Hull의 계량  포장의 작업시간은 후속공정인 사용후핵

연료 건식분말화 운 과 동시에 수행가능하기 때문에 실질 으로 체 운  

소요시간에는 반 되지 않는다.

  (4) 사용후핵연료 펠렛의 건식분말화  사용후핵연료 분말 회수

     탈피복 과정에서 회수된 사용후핵연료 펠렛은 건식분말화 장치에 도입

된다. 건식분말화 장치는 과잉공기 분 기의 500 ℃에서 산화와 동시에 분말

화를 수행하며, 반응시간은 약 5 시간이 소요된다. 본 장치는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종합공정의 1 campaign에 소요되는 20 kgHM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용량을 갖는다. 건식분말화 소요시간은 1 일, 사

용후핵연료 분말의 회수  계량에 1 일을 기 으로 하 다.

  (5)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속 환

   (가) 원료물질 계량  반입

        LiCl과 Li2O는 수분  산소의 농도가 10 ppm 이하로 유지된 로

박스에서 계량  포장된 다음, SMATER hot cell로 반입된다. 빈 운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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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방사선 안 리 측면에서 제염 등을 수행한 다음, 다시 hot cell 외부

로 반출된다. 원료물질의 계량  포장, 운반용기 반입  반출의 소요시간

은 2 일이 필요하나, 이들 작업은 hot cell에서의 작업과 독립 으로 수행되

기 때문에 체 운 시간에는 반 되지 않는다.

   (나) 속 환 반응기 조립

       속 환 반응기의 조립작업에는 일체형 cathode 극의 조립, 속

환 반응기의 단 장치 조립  원료물질 공  등의 운 항목이 포함된다.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충   일체형 cathode 극의 조립은 1 일이 소요되

고, 단 장치 조립, 원료물질 공  등이 포함된 속 환 반응기 조립 소요

시간은 1 일을 기 으로 하 다.

   (다)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속 환 반응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반응에는 LiCl  Li2O의 용융, 속 환 

반응, 반응기 냉각  해체 등의 연속된 운 차가 요구되며, 20 kgHM의 

사용후핵연료 속 환의 소요시간은 상기의 연속운 을 포함하여 약 4 일

이 소요된다. 한 용융염 샘 의 포장  RD-10 cask에의 재작업은 속

환 반응과 독립 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체 운 시간에는 반 되지 않는

다. 속 환이 종료된 다음에는 속 환 장치의 해체와 더불어 일체형 

cathode 극을 회수하기 한 운 이 요구되며 1 일이 소요된다.

   (라) 속 환체의 smelting  잉고트 포장

       속 환이 완료된 다음, 일체형 cathode 극으로부터 다공성 마그

네시아 membrane를 분리하고, 속 환체를 잉고트화하기 한 smelting 단

계를 수행한다. 본 장치는 1,300 ℃의 온도 조건에서 분말 형태의 속 환

체를 잉고트로 제조하고, 잔류 용융염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공정

은 1,300 ℃까지 승온, 용융  냉각 등의 연속된 운 차가 요구되며, 소요

시간은 2 일을 기 으로 하 다. Smelter를 냉각한 다음, 다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으로부터 잉고트를 회수하여 포장하는 작업이 연속해서 수행되며, 

1 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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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SMATER hot cell에서 분석시료 반출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종합공정 hot test에서의 물질수지는 KMP 

(Key Measuring Point)를 기 으로 핵물질 계량  기타 원소의 농도 측정

으로부터 확립된다. 주요 KMP와 분석요건은 다음과 같다.

  - 탈피복 단계(Slitting): 사용후핵연료 펠렛의 연소도, 우라늄  TRU 원

소의 농도 분석, 무게 계량

  - 건식분말화 단계(Voloxidation): 우라늄  TRU 원소의 농도 분석, 무게 

계량

  - 속 환 단계(Metallization): 속 환체의 속 환율  주요 원소의 

분배계수, 무게 계량

  - 잉고트 제조 단계(Smelting): 주요 원소  잔류 용융염 함량 등

  분석시료는 핵물질 안 리 차원에서 SMATER hot cell에 설치된 ASNC 

(ACP Safeguards Neutron Counter)를 이용하여 핵물질을 계량한 다음, 화

학분석실로 반출하여 정확한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시료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capsule에 포장   RD-10 cask에 재하여 IMEF M4 hot cell을 

통해 화학분석실로 반출된다. 핵물질  주요 원소의 분석은 SMATER hot 

cell에서 샘 링  포장 작업만 수행되기 때문에 실질 으로 체 운 시간

에는 향을 주지 않는다.

4.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종합공정 실증 기본계획(안)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기술의 핵심인 고온 용융염계를 이용한 기화

학  속 환 장치, 건식분말화 장치  smelting 장치의 성공 인 개발과 

더불어 20 kgU/batch 규모의 mock-up 성능평가를 완료하 다. 3 단계에서 

20 kgHM/batch 규모의 핵심공정에 한 hot test는 PWR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성과 고방열성 핵종인 알카리  알카리토 속의 선택  분리성 등 

속 환 기술의 종합 인 실증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핵심기술  장치에 

한 종합 인 성능평가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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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핵연료 펠렛의 산화  분말화를 한 voloxidation 장치

  - Electrolytic reduction technology

  -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 잉고트 제조장치

  - 원격 유지․보수 장치

  - 핵물질 계량 리를 한 ASNC 장치 등

 가.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종합공정 hot test 계획

    3 단계에서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종합공정의 성공 인 hot test를 

해 핵심장치의 성능요건 부합성 검증을 한 mechanical test와 inactive 

test를 통해 mechanical flow sheet의 검증과 더불어 단  장치의 성능을 최

화할 정이다. 특히 Table 3.56과 같은 일련의 실험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공정  단  장치의 성능요건 부합성 평가를 통해 hot test를 한 실증용 

공정장치의 최 화는 물론 운 방법  차의 검증을 수행할 정이다. 

Inactive test 과정에서 발생된 공정의 문제 은 수정방안의 분석  평가를 

통해 실증용 속 환 시스템을 보완하여 안 성과 공정 운 성 측면에서 

완벽을 기할 정이다.

 나.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종합공정 Hot Test 일정

    PIEF와 IMEF의 SMATER hot cell에서의 단  공정장치의 운  소요

시간 분석결과, 제한된 hot cell의 여건으로 인해 운  소요시간은 물론 이용

성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다. Hot test의 소요시간은 사용후핵연료 의 비

괴  검사와 단 작업을 수행하는 PIEF 시설의 이용율이 건이다. 본 분

석  평가에서는 이와 같은 을 고려하여 각 시설의 이용률 향상에 주안

을 두고, 독립 으로 운 이 가능하도록 hot cell 운 계획을 단  공정장

치의 logistic time schedule을 기 으로 Fig. 3.263과 같은 hot test 계획을 

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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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5. Plan for Mechanical Test & Inactive Test

구    분 시험 내용 시험 항목
소요 기간

(월)

핫셀  부

설비 성능시험

・핫셀 차폐  기  

성능평가

・환기계통 성능평가

・원격조작  취  

성능평가

・Rear Door/Padirac 

  Cask 조작성능평가

・RMS장비 성능평가

 - γ-Survey  Leak Test

 - TAB  차압측정

 - MSM/고하  조작기/Crane

 - Rear Door 작동  Padirac

   Cask 속시험

 - 방사선 측정  경보시험

1.5

공정장치

공운  시험

・Cold Test

 - 출 시험

 - 단 장치  기기 성능요건 

부합성 평가

 - 공정장치 운 성 평가

 - 핵물질 취 방법 평가 1.5

・Loop Test

 - 제어계통 성능요건 부합성

   평가

 - 공정변수 제어성 평가 

Inactive Test

・단 공정별 성능 

  평가

 - 속 환율  공정변수 

   최 화

 - 단 장치  기기의 성능

   평가

 - 공정 운 성 종합평가

 - 물질수지 비평가 9

・종합공정 성능평가

 - Mechanical Flow Sheet 

   운 방법 평가

 - 공정장치 연계성 평가

 - 종합공정 성능요건  운

   성 종합평가

Hot Test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종합공정 성능평가

 - 차세 리 종합공정 물질

   수지 평가

 - 속 환율, 회수율 평가

 - 속 환체  SF 산화물 

   특성평가

 - 주요 공정변수  계량장치

의 성능  성능요건 부합

성 평가

 - 공정장치 성능부합성 평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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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Facility                      

PIEF & SMATER
Hot Cell (IMEF) 

1 2 3 4 5 6 7 8 9 10 11 12

Rodcut Preparation

Rodcut Transportation ACP

Rodcut Preparation

Sample Analysis
Waste

공정운전준비

1st Campaign
ACP

Sample Analysis
Waste

공정운전준비

2nd Campaign

Rodcut Preparation

ACP

Sample Analysis
Waste

공정운전준비

3rd Campaign

Rodcut Transportation

Rodcut Transportation

Month
Facility                      

PIEF & SMATER
Hot Cell (IMEF) 

1 2 3 4 5 6 7 8 9 10 11 12Month
Facility                      

PIEF & SMATER
Hot Cell (IMEF) 

1 2 3 4 5 6 7 8 9 10 11 12

Rodcut Preparation

Rodcut Transportation ACP

Rodcut Preparation

Sample Analysis
Waste

공정운전준비

1st Campaign
ACP

Sample Analysis
Waste

공정운전준비

2nd Campaign

Rodcut Preparation

ACP

Sample Analysis
Waste

공정운전준비

3rd Campaign

Rodcut Transportation

Rodcut Transportation

Fig. 3.263. Logistic diagram for active demonstration of A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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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차 세 리  종 합 공 정  발 생  고 방 사 성 물 질  

처 리 공 정  개 발

제 1  용융염 재순환공정 개발

  속 환 공정에서 발생하는 LiCl-Li2O 폐용융염의 취 성 향상  재사

용을 하여 속 냉각방식에 의한 폐용융염 bead화 공정을 개발하 으나 

장치 특성상 불규칙한 형상과 크기의 bead가 제조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하여 연속 회 식 고화법에 의한 펠렛 제조공정을 개발하 다. 50 kg 

LiCl/batch 규모의 용융염 재순환용 펠렛 제조장치를 설계/제작하여 성능평

가를 수행하 으며, 그 결과 직경 3 cm, 높이 3 cm 원기둥 모양의 펠렛을 

연속 으로 제조할 수 있었고 실증 용 장치의 설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

었다.

1. 용융염  회수 리튬 속의 취 용이성 향상방안 도출  실험  검증

  반응매질로 용융염을 이용하는 공정은 용융  이하의 온도에서는 고화되

는 용융염의 특성으로 인하여 연속 운 이 불가능하며, 이에 일반 으로 회

분식 반응기를 이용하여 단계 으로 운 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융

염을 고화된 bead 형태로 제조함으로써, 용융염 취 성과 아울러 후속 공정

과의 연계성을 향상시켰다.

 가. 용융염 bead 공정개념

    용융염계 공정은 용융염의 조해 특성으로 인해 불활성 분 기의 운 조

건이 요구되며, 불활성 폐공간에서는 용융염의 이송 조작이 매우 어렵다. 

한, 이송된 용융염이 반응기에 고화된 상태로 존재할 경우, 용융염을 재순

환시키거나 후속 공정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시료채취와 계량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용융염을 일정 형틀

에 붓고 냉각하여 고화된 형태로 제조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고화된 

용융염을 형틀로부터 분리하는 과정과 고온의 용융염 일정량을 형틀에 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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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용융염 bead 공

정을 개발하 다. 용융염 bead 공정은 620 ℃로 가열하여 용융염을 액화시킨 

후, 노즐을 통하여 배출된 용융염을 냉각 jacket 부분에서 냉시켜 bead로 

제조하는 개념에 기 한 것으로, 제조된 bead의 크기는 노즐의 직경과 용융

염 배출속도에 직 인 연 이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나. 용융염 bead 제조실험

    본 용융염 bead 장치는 고온 용융염에 한 내부식성이 강한 오스테나

이트 계열의 S.S 310 재질로 제작하 으며, 그 구성도와 외 을 각각 Fig. 

4.1과 Fig. 4.2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용융염 bead 제조실험의 실험 조건은 

Table 4.1에 수록하 다.

Ar

니들밸브

투시창

냉각수

냉각침

냉각수

냉각수

1

2

3

4

P 5
6

7

8

9

Ar

니들밸브

투시창

냉각수

냉각침

냉각수

냉각수

11

22

33

44

P 55
66

77

88

99  

Fig. 4.1. Schematic diagram of the apparatus for the bead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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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2. The photograph of the apparatus for the bead production.

Table 4.1. Experimental Condition for the Bead Production

  용융염 장용기 용량        1500 ml

  시료량(LiCl)         500 g

  반응기 온도         620 ℃

  아르곤 퍼지 유량           1 L/min.

  냉각수 압력          1.5 L/min.

  노즐통과 용융염 유량          2.9 ml/min.

 다. 용융염 bead 제조실험 결과

    비실험을 수행한 결과, 노즐을 통과하여 냉각부에 도달한 고온 용융

염이 순간 냉되지 않는다는 이 밝 졌다. 이에 용융염 bead 장용기 내

부에 냉각수가 흐르는 냉각침을 설치하고, 고온 용융염 알갱이가 이 냉각 미

세침에 낙하하여 사방으로 비산하여 고화되는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Fig. 4.3에 나타내었듯이 직경 1～3 mm 크기와 5～10 mm 크기의 

용융염 bead가 략 4 : 6의 비로 제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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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The photograph of the produced bead.

  본 연구에서 제조된 bead는 불규칙한 형상이었다. 한 노즐의 직경이 2 

mm인 조건에서는 bead 제조속도가 매우 느린 단 이 나타났다. 따라서 용

융염 배출속도를 빨리 하기 해서 노즐의 직경을 크게 하는 한편, 아르곤 

분 기 용기 내에 스크루 컨베이어와 연계된 분쇄 을 설치하여, bead 장

용기에서 1 차로 생성된 용융염 bead를 분쇄시켜주는 방안을 추진 이며, 

이를 통해서 많은 양의 용융염을 균일하게 처리 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하 다.

2. 용융염 펠렛 제조공정 성능평가

  선행 연구인 폐용융염 bead화 공정에서는 bead 제조장치 특성상 불규칙한 

형상의 작은 bead가 제조되었고, 이에 따라 용융염 취 성이 히 낮아지

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LiCl-Li2O 복합용융염의 후속 공정과의 연계성, 취

성  재순환 용이성 향상을 해 일정한 크기의 펠렛 형태로 제조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실험실 규모(1 kg LiCl/batch)의 제조장치를 설계, 제작하

으며, 장치개념에 한 실험  검증과 실증장치의 설계에 요구되는 기 자료

를 확보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가. 용융염 펠렛 제조공정 개념

    용융염계 공정은 용융  이하의 온도에서는 고화되는 특성 때문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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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회분식 반응기를 사용한다. 그런데 한번 사용한 용융염이 큰 덩어리 

형태의 고화된 상태로 존재할 경우에 시료 채취  계량은 물론 다음 공정

에서의 재사용시 취 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650 

℃의 고온으로 가열된 용융염을 노즐을 통하여 원기둥 모양의 형틀(mold)에 

붓고 일정시간 동안 방치, 냉각시켜 일정한 크기의 염 펠렛을 제조하는 개념

을 도출하 다. 용융염 취  시에는 공기 분 기에서 용융염의 강한 부식성

과 조해성 때문에 불활성 가스 분 기의 운 조건이 요구된다.

 나. 용융염 펠렛 제조장치 설계  제작

  (1) LiCl 용융염 펠렛 제조개념의 비 검증실험

    장치의 설계에 앞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공정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

기 해 두께 30 mm의 STS-304 plate에 직경 10 mm, 20 mm, 30 mm의 

구멍을 각각 뚫어 염 펠렛을 제조하기 한 틀과 두께 30 mm의 STS-304 

틀 받침 를 제작하고, 비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당량의 LiCl 분말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담아, 고온 가열로에서 650 ℃로 

용융시킨 염을 직경 10 mm, 20 mm, 30 mm 구멍에 용융염의 깊이가 10 

mm 정도 담기게 부어, 상온에서 냉각하여 직경이 각각 10 mm, 20 mm, 30 

mm로 세 종류의 실린더형 염 펠렛을 제조한 결과, 제조된 염 펠렛은 냉각 

후에 틀에서 원활히 분리되었으며, 틀에 담는 용융염의 양을 조 하여 일정

한 크기로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염 펠렛의 높이 조 은 용융염의 배출량으로 결정되므로, 배출량의 조 은 

용융염의 head와 용융염의 출구 밸 의 열고 닫는 시간 조 로 결정된다. 용

융염의 head는 고온 용융염 이송 시스템에서 level control로 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실험에서는 용융염의 head가 60 mm 이하에서 실험이 

수행됨으로 head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직경 10 mm, 높이 10 mm의 용

융염 펠렛의 부피는 약 0.8 ㎖, 직경 20 mm, 높이 10 mm의 용융염 펠렛의 

부피는 약 3.1 ㎖, 직경 30 mm, 높이 10 mm의 용융염 펠렛의 부피는 약 7.1 

㎖이므로 각각의 모양에 따라 용융염 밸 의 개폐 시간을 추정하기 해 노

즐 직경 약 1 mm, head 100 mm에서 증류수로 배출속도를 측정한 결과, 1 

㎖는 약 1.7～1.9 sec, 10 ㎖는 약 16～21 sec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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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 LiCl 용융염 펠렛 제조장치 설계, 제작  설치

    노즐을 통하여 배출되는 일정량의 고온 용융염은 원기둥 모양의 형틀

에서 일정 시간 동안 냉각되어 실린더 모양의 펠렛으로 고화된다. 본 장치는 

두 개의 형틀을 공압 실린더  타이머에 의해 좌우 왕복 운동시킴으로써 

연속 으로 펠렛을 제조하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본 장치는 Fig. 4.4와 같이 제작, 설치하 으며, 용기(vessel), 용기 가열로, 

노즐, 노즐 가열로, 용융염 펠렛 제조 틀, 용융염 펠렛 제조 틀 받침 , 하우

징, 염 펠렛 분리기, 염 펠렛 장용기, 제어  등으로 구성하 다.

   (가) 용기: 용기의 크기는 Fig. 4.5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용기 재질은 

STS-304, 두께는 10 mm, 총 부피는 2.65 ℓ로 덮개는 랜지 타입으로 하

고, 랜지 사이에는 graphite 가스켓을 사용하여 기 을 유지하도록 하 다. 

용기 덮개에 있는 1/4" tube의 아르곤 가스 입구  출구에는 각각 1/4″볼 

밸 를 설치하 다. 내경 30 mm, 길이 50 mm의 염 투입구는 C-형 클램

로 개폐하도록 제작하고, O-링은 고온(약 200 ℃)에서 견딜 수 있는 바이톤 

재질을 사용하 으며, 분말 상태의 염을 용이하게 투입하기 해 STS-304 

재질의 깔 기를 제작하 다.

  용융염 배출 밸 는 공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상하 작동으로 개폐하도록 

하고, 타이머를 사용하여 밸 의 개폐 시간을 조 하여 용융염의 유량을 조

하도록 하 다. 실린더에는 옴니실(약 300 ℃에서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용기 내부의 기 을 유지하 다. 용기 내부에는 열 를 설치하

고, 온도 조 기로 용기 내부의 온도가 염화리튬 염의 용융 보다 높은 650 

℃를 유지하도록 하 다. 용기 내부의 불활성 분 기 조성과 공기  수분 

제거를 해서 진공펌 를 이용하여 용기 내부 진공 분 기 조성  고순도 

아르곤 가스 공  조작을 수회 반복하 다.

   (나) 용기 가열로: 용기 가열로는 몰딩 형태로 용기 내부의 온도가 균일

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해 2 단으로 구성하 으며, 용량은 AC 220 

V, 3 kw로 용기 내부의 온도가 2～3 시간 내에 600～850 ℃로 안 하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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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할 수 있도록 하 고, 가열로 외부의 온도가 50 ℃ 이하가 되도록 단열재

를 설치하고 가열로 외부는 STS-304 재질로 마감하 다.

(a) 설계도면

(b) 개념도

      

(c) 설치 완료된 장치 사진

Fig. 4.4. The apparatus for the pelletizing of a molten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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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The dimension of vessel and position of nozzle in the flange.

   (다) 노즐: 내경은 1 mm, 1.2 mm의 두 가지로 서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STS-304 재질로 가공하 고, 노즐의 길이는 27 mm, 노즐 

출구에서 용융염 펠렛 제조 틀 구멍의 바닥까지의 높이는 120 mm 이하로 

설치하 다. 노즐의 표면에는 열 를 설치하고 온도 조 기를 이용하여 노

즐 내부의 용융염 온도가 용융 보다 높은 650 ℃를 유지하도록 하 으며, 

노즐을 통하여 배출되는 용융염이 노즐 가열로에 , 침투됨으로서 가열선

의 손을 방지하기 하여 노즐 외부에는 알루미나 을 설치하 다.

   (라) 노즐 가열로: 노즐 가열로는 몰딩 형태로 용량은 AC 220 V, 3 kw

이며, 노즐 내부온도가 2 시간 내에 600～850 ℃로 안 하게 가열할 수 있도

록 하 고, 가열로 외부의 온도가 50 ℃ 이하가 되도록 단열재를 설치하고 

가열로 외부는 STS-304 재질로 마감하 다.

   (마) 용융염 펠렛 제조 틀: 틀의 형태  크기는 Fig. 4.6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틀 양쪽의 심  거리가 50 mm가 되도록 내경 30 mm의 구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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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고, 그 안에 외경 30 mm, 내경 20 mm, 높이 30 mm의 링과, 외경 30 

mm, 내경 10 mm, 높이 30 mm의 원통형 링을 교체 사용함으로서 직경이 

30 mm, 20 mm, 10 mm인 염 펠렛 제조실험을 용융염 배출시간, 냉각시간 

등의 변수로 수행하 다.

Fig. 4.6. The mold for the pelletizing of a molten salt.

  용융염 펠렛 제조 틀 내부의 용융염을 냉각시키기 하여 제조 틀 내부를 

Fig. 4.7과 같이 링 가공하여 아르곤 가스 혹은 냉각수를 공 하는 시스템

을 설치하 다. 틀의 양쪽에 있는 내경 30 mm의 구멍 상부에 직경 10 mm

의 실린더형 피스톤으로 제조된 염 펠렛을 주기 으로 어 주는 시스템을 

설치하 다. 피스톤의 상하 작동은 아르곤 가스에 의해 동작되는 공압 실린

더를 이용하 으며, 상하 작동의 주기는 타이머와 센서로 제어하 다. 염은 

틀 받침  에 있는 양쪽 펠렛 배출구의 심에서 받아져서 굳 진 다음 

염 펠렛 분리기를 거치면서 아르곤 가스에 의해 냉각되어 염 펠렛 장용기

에 보 된다. 틀의 좌우 작동은 공압을 이용하여, 실린더가 일정한 간격(행정 

50 mm)으로 양쪽에서 교 로 어주도록 하 다. 좌우 작동의 주기는 타이

머와 센서로 제어하 다. 틀의 구멍은 곱게 연마하여 염 펠렛이 매끄럽게 잘 

빠지도록 하 으며, 틀의 바닥 역시 틀 받침  에서 좌우 왕복 운동을 할 

때 마찰이 작도록 곱게 연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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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Cooling system inside mold for the pelletizing of a molten salt.

   (바) 용융염 펠렛 제조 틀 받침 : 본 장치는 Fig. 4.8과 같은 크기와 모

양으로 제작되었으며, 용융염 제조 틀에 부어진 용융염의 냉각이 잘 되도록 

두께를 30 mm 이상으로 하 다. 용융염 제조 틀이 잘 미끄러지도록 윗면은 

곱게 연마하고, 양쪽 측면에 베어링을 설치하여 용융염 제조 틀이 원활하게 

주기 으로 좌우 왕복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염 펠렛 배출구의 직경은 제조된 염 펠렛  가장 큰 직경인 30 mm 보다 

크게 35 mm 이상으로 하 으며, 용융염 제조 틀의 속한 냉각을 하여 

틀 받침 를 링 가공하여 아르곤 가스로 냉각하는 시스템을 설치하 다.

   (사) 하우징: 본 장치의 재질은 STS-304로 하 으며, Fig. 4.4(b)의 선

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용융염 펠렛 제조 틀 받침 에서 용기 랜지까지 

상자를 만들어 노즐을 통해 나오는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하우징 내부에 아르곤 가스를 지속 으로 공 함으로써 용융염  염 펠렛

이 아르곤 분 기에서 취 되도록 하 다. 상자 앞면과 뒷면은 열과 충격에 

강한 강화유리로 창을 만들어 내부를 찰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상자 안쪽

은 외부와 완  차단되어 기 을 유지하도록 하 으며, 내부 온도를 측정하

기 해 열 를 설치하여 내부 온도를 감시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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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펠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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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The mold support and pellet separator.

   (아) 염 펠렛 분리기: 본 장치의 크기와 모양은 Fig. 4.8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용융염 제조 틀 받침 에서 냉각된 염 펠렛이 염 펠렛 분리기에서 

아르곤 가스와 직  하여 재차 냉각되도록 하 다. 염 펠렛 분리기 배출

구 에는 볼 밸 와 C-형 클램 를 설치하여 염 펠렛 장용기와 연결하

다.

   (자) 염 펠렛 장용기: 제조된 염 펠렛을 장하는 용기로 부피는 l kg

의 염을 장할 수 있도록 약 1ℓ의 크기로 제작하 고, 제조된 염 펠렛을 

최종 냉각하기 해 아르곤 가스 주입구와 볼 밸 를 설치하 다. 한편 실험 

기에 용융염 배출 밸  개폐시간  냉각시간 등의 실험 변수를 개략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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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하기 해 투명한 유리 장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 터를 따

로 설치하 으며, 이를 통해 용융염 펠렛이 제조되는 상을 찰할 수 있도

록 하 다.

   (차) 제어   기타: 제어 에는 i) 용기(vessel) 내부  노즐의 온도제

어 장치, ii) 공압 실린더에 의한 용융염 배출 밸 의 개폐  용융염 펠렛 

제조 틀의 좌우 왕복 운동 주기를 결정하기 한 타이머, iii) 아르곤 가스 

 냉각수의 유량 측정과 제어를 한 유량계, iv) 용기와 하우징의 압력을 

감시할 수 있는 진공계  압력계 등을 설치하 다.

 다. 용융염 펠렛 제조실험 방법

   용기 내부를 불활성 분 기로 유지하기 해 진공펌 로 감압한 다음 

고압, 고순도의 아르곤 가스를 공 하는 과정을 2 회 반복하여 산소  수분

을 제거하고 약 1 kg(670 ㎖ at 650 ℃)의 염화리튬을 용기 내부에 장입하

다. 이후 당량(약 1 ℓ/min)의 아르곤 가스를 용기로 공 하면서 약 300 

℃로 4 시간 동안 가열하여 수분을 제거하고 다시 진공펌 로 감압한 다음 

고압, 고순도의 아르곤 가스를 공 하여 상압으로 하는 과정을 3 회 반복하

여 산소  수분을 제거한 후 당량(약 1 ℓ/min)의 아르곤 가스를 용기로 

공 하면서 가열로의 온도조 기를 이용하여 단계 으로 650 ℃까지 가열하

다. 가열 온도가 600 ℃ 부근에 도달하면 펠렛 분리기에 냉각기체(아르곤 

가스)를 공 하여 장용기를 냉각시키고, 염 펠렛 장용기 내부에도 아르

곤 가스를 1～4 ℓ/min으로 공 하여 아르곤 가스 분 기로 조성하면 용융

염 펠렛 제조 시에 제조된 염 펠렛을 냉각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용융염

의 배출량은 밸 의 열고 닫는 시간으로 조 하 는데, 타이머를 이용하여 

염이 펠렛 제조 틀 구멍 부피의 약 1/3 정도 차도록 하 다. 펠렛 제조 틀의 

양쪽에 있는 두 개의 구멍에서, 한 개의 구멍이 가운데 심에 있을 때 염을 

받아 고화시킨 다음, 공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용융염 펠렛 제조 틀을 으로 

어 이 고화된 염이 양쪽에 있는 펠렛 배출구 구멍을 통하여 교 로 용융

염 펠렛 분리기에 떨어져 용융염 펠렛 장용기에서 수집되도록 하 다. 용

융염을 받는 심에서 양쪽의 용융염 펠렛 배출구 상부에 피스톤을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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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용융염 배출구 밸 를 여느 것과 동시에 응고된 염 펠렛을 피스톤으로 

어 펠렛 장용기에 떨어지도록 하 다. 용융염 배출구 밸 의 상하작동, 

피스톤의 상하작동, 펠렛 제조 틀의 좌우작동은 공압 실린더를 이용하 다.

 라. 용융염 펠렛 제조실험 결과

  (1) LiCl 용융염 펠렛 제조 검증실험

   (가) 직경 10 mm 펠렛 제조(노즐 직경 1 mm)

       실험방법과 같이 염화리튬을 용기(vessel)에 장입한 후 공기와 수분

을 제거한 다음 가열하여 온도를 650 ℃로 유지하면서 용기 내부로 아르곤 

가스를 2 ℓ/min으로 공 하는 한편, 용융염 펠렛 제조 틀과 틀 받침 를 냉

각하기 해 아르곤 가스를 4 ℓ/min로 공 하고 장용기에 4 ℓ/min로 아

르곤 가스를 공 하여 제조된 염 펠렛을 냉각시켰다. 염의 배출량을 조 하

기 해 용융염 배출밸 의 개폐 시간은 0.5 로 설정하고 용융염이 냉각되

어 고화되는 시간은 10 로 조 하여 Fig. 4.9와 같은 모양의 염 펠렛을 제

조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4.2에 수록하 다.

    

Fig. 4.9. The produced pellet with a 10 mm diameter.

   (나) 직경 20 mm 펠렛 제조(노즐 직경 1 mm)

       실험방법과 같이 염화리튬을 베셀에 장입한 후 공기와 수분을 제거

한 다음 가열하여 온도를 650 ℃로 유지하면서 베셀 내부로 아르곤 가스를 

2 ℓ/min으로 공 하는 한편, 용융염 펠렛 제조 틀과 틀 받침 를 냉각하기 

해 아르곤 가스를 4 ℓ/min로 공 하고 장용기에 6 ℓ/min로 아르곤 가

스를 공 하여 제조된 염 펠렛을 냉각시켰다. 염의 배출량을 조 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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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염 배출밸 의 개폐 시간은 5 로 하고 용융염이 냉각되어 고화되는 

시간은 60 로 조 하여 Fig. 4.10과 같은 모양의 염 펠렛을 제조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4.2에 수록하 다.

      

Fig. 4.10. The produced pellet with a 20 mm diameter.

   (다) 직경 30 mm 펠렛 제조(노즐 직경 1 mm)

       실험방법과 같이 염화리튬을 용기(vessel)에 장입한 후 공기와 수분

을 제거한 다음 가열하여 온도를 650 ℃로 유지하면서 용기 내부로 아르곤 

가스를 2 ℓ/min으로 공 하는 한편, 용융염 펠렛 제조 틀과 틀 받침 를 냉

각하기 해 아르곤 가스를 4 ℓ/min로 공 하고 장용기에 8 ℓ/min로 아

르곤 가스를 공 하여 제조된 염 펠렛을 냉각시켰다. 염의 배출량을 조 하

기 해 용융염 배출밸 의 개폐 시간은 10 로 하고, 용융염이 냉각되어 

고화되는 시간은 90 로 조 하여 Fig. 4.11과 같은 염 펠렛을 제조하 으

며, 그 결과를 Table 4.2에 수록하 다.

      

Fig. 4.11. The produced pellet with a 30 mm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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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직경 30 mm 펠렛 제조(노즐 직경 1.2 mm)

       실험방법과 같이 염화리튬을 용기(vessel)에 장입한 후 공기와 수분

을 제거한 다음 가열하여 온도를 650 ℃로 유지하면서 용기 내부로 아르곤 

가스를 2 ℓ/min으로 공 하는 한편, 용융염 펠렛 제조 틀과 틀 받침 를 냉

각하기 해 아르곤 가스를 4 ℓ/min로 공 하고 장용기에 8 ℓ/min로 아

르곤 가스를 공 하여 제조된 염 펠렛을 냉각시켰다. 염의 배출량을 조 하

기 해 용융염 배출밸 의 개폐 시간은 7 로 하고, 용융염이 냉각되어 고

화되는 시간은 120 로 조 하여 염 펠렛을 제조한 결과를 Table 4.2에 수

록하 다.

Table 4.2. The Summary of Pelletizing Experiments.

노즐직경

(1 mm)

노즐직경

(1.2 mm)

펠렛 직경(mm) 10 20 30 30

용기(vessel)에 공 한 아르곤 

가스유량 (ℓ/min)
2 2 2 2

용융염 펠렛 제조 틀 받침  냉각용 

아르곤 가스 유량(ℓ/min)
4 4 4 4

염 펠렛 장용기 냉각용 아르곤 가스 

유량(ℓ/min) 
4 6 8 8

용융염 배출밸  개폐시간(sec) 0.5 5 10 7

냉각시간(sec) 10 60 90 120

펠렛의 높이(mm) 15 15 12 12

펠렛의 평균무게(g) 1.7 8.7 13.8 14.3

용융염의 배출속도(㎖/sec) 2 1.2 0.9 1.4

  (2) 3 wt% Li2O-LiCl 용융염 펠렛 제조 검증실험

   (가) 직경 30 mm 펠렛 제조(노즐직경 1.2 mm)

       실험방법과 같이 3 wt% Li2O-LiCl 염을 용기(vessel)에 장입한 후 

공기와 수분을 제거한 다음 가열하여 온도를 650 ℃로 유지하면서 용기 내

부로 아르곤 가스를 2 ℓ/min으로 공 하는 한편, 용융염 펠렛 제조 틀과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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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 를 냉각하기 해 아르곤 가스를 4 ℓ/min로 공 하고 장용기에 8 

ℓ/min로 아르곤 가스를 공 하여 제조된 염 펠렛을 냉각시켰다. 염의 배출

량을 조 하기 해 용융염 배출밸 의 개폐 시간은 7 로 하고, 용융염이 

냉각되어 고화되는 시간은 120 로 조 하여 Fig 4.12와 같은 염 펠렛을 제

조하 다.

      

Fig. 4.12. The produced pellet with a 30 mm diameter(3 wt% Li2O).

3. 50 kg LiCl/batch 규모의 용융염 재순환용 펠렛장치 제작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수행한 1 kg LiCl/batch 규모 펠렛 제조장치 

운 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50 kg LiCl/batch 규모 펠렛 제조장치를 

설계/제작하고 시운 하여, hot cell 실증에 용될 장치의 설계자료를 확보

하고자 하 다. 한 융융염 처리속도를 증가시키기 해서 1 kg LiCl/batch 

규모 펠렛 제조장치에 용된 제조 틀 좌우 왕복운동 방식을 개량하여 연속

회 식 고화법을 도출하는 등의 공정장치 최 화가 이루어졌다.

 가. 50 kg LiCl/batch 규모 펠렛 제조장치 설계, 제작  설치

  (1) 장치개념: 속 환 장치에서 발생된 혼합 용융염을 이송 을 통하여 

염 펠렛 제조장치로 감압 이송하여 용기(vessel)에 장한다. 노즐을 통하여 

용기로부터 일정량 배출되는 고온 용융염은 원기둥 모양의 형틀에서 일정 

시간 동안 냉각되어 실린더 모양의 펠렛으로 고화된다. 본 장치는 열두 개의 

형틀이 모터  타이머에 의해 회  운동을 함으로서 연속 으로 펠렛을 제

조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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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치의 구성: 본 장치는 Fig. 4.13과 4.14와 같이 제작, 설치하 으며, 

용기(vessel), 가열로, 노즐, 염 펠렛 제조 틀, 염 펠렛 제조 틀 받침 , 하우

징, 염 펠렛 분리기, 염 펠렛 장용기, 제어  등으로 구성하 다.

Fig. 4.13. Schematic diagram of the pelletizing apparatus

                  in the scale of 50 kg LiCl/b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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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The photograph of pelletizing apparatus

                      in the scale of 50 kg LiCl/b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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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용기(vessel): 용기의 크기는 Fig. 4.15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재질은 

STS-304, 두께는 15 mm, 총 부피는 약 63ℓ로 덮개는 랜지 타입으로 하

고, 랜지 사이에는 graphite 가스켓을 사용하여 기 을 유지하도록 하 다. 

덮개에는 내경 2"(pipe), 길이 150 mm의 염 투입구와 1/4" tube의 아르곤 가

스 입구  출구에 각각 1/4″볼 밸 를 설치하 다. 염 투입구는 C-형 클램

로 개폐하도록 제작하고, O-링은 고온(약 200 ℃)에서 견딜 수 있는 바이

톤 재질을 사용하 으며, 응고된 혼합 염의 덩어리를 투입하기 해 STS- 

304 재질의 깔 기를 제작하 다.

Fig. 4.15. The dimension of vessel and position of nozzle of

                 the 50 kg LiCl/batch scale pelletiz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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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융염의 배출 밸 는 Inconel 625 재질로 가공하 으며, 공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상하 작동으로 개폐하도록 하고, 타이머를 사용하여 밸 의 개폐 

시간을 조 하여 용융염의 유량을 조 하도록 하 다. 실린더에는 옴니실(약 

300 ℃에서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용기 내부의 기 을 유지하 으

며, 상부에 이 을 설치하여 냉각기체로 옴니실이 과열되지 않도록 보호하

다.

  용기 내부에는 4 개의 열 를 용융염 50 kg(바닥에서 367 mm) 기 으

로 깊이를 조 하여 설치하고, 온도 조 기로 내부의 온도가 염화리튬 염의 

용융 보다 높은 650 ℃를 유지하도록 하 으며, 내부의 불활성 분 기 조성

을 해 진공펌 를 이용한 진공 분 기 조성  고순도 아르곤 가스를 공

하는 조작을 수회 반복하여 용기 내부의 공기와 수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 다.

   (나) 가열로: 가열로는 몰딩 형태로, 용기 내부의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해 혼합염 50 kg 기 으로 상부와 하부 각 1 단과, 노즐의 

온도를 별도로 제어하는 1 단 등 총 3 단으로 온도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

성하 으며, 용량은 AC 440 V, 13.7 kw로 용기 내부의 온도가 2～3 시간 내

에 600～850 ℃로 안 하게 가열할 수 있도록 하 다. 가열로 외부의 온도가 

50 ℃ 이하가 되도록 단열재를 설치하고 가열로 외부는 STS-304 재질로 마

감하 다.

   (다) 노즐: 내경 3.2 mm, Inconel 625 재질로 가공하 고, 노즐의 길이는 

15 mm, 노즐 출구에서 용융염 펠렛 제조 틀 구멍의 바닥까지의 높이는 120 

mm로 설치하 다. 노즐의 표면에는 열 를 설치하고 온도 조 기를 이용

하여 노즐 내부의 용융염의 온도가 용융 보다 높은 650 ℃로 일정하게 유

지하도록 하 으며, 노즐을 통하여 배출되는 용융염이 노즐 가열로에 , 

침투됨으로서 발생하는 가열선의 손을 방지하기 하여 노즐 외부에는 

STS-304 재질의 보호 을 설치하 다.

   (라) 용융염펠렛 제조 틀: 본 장치는 Fig. 4.16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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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염 펠렛 제조틀               (b)염 펠렛 제조틀 받침

Fig. 4.16. The mold and mold support of the 50 kg LiCl/batch

               scale pelletiz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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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즐을 통하여 배출되는 일정량의 고온 용융염은 원기둥 모양의 형틀에서 

일정 시간 동안 냉각되어 펠렛으로 고화되게 된다. 본 자동화시스템에 의하

여 열두 개의 형틀이 모터  타이머에 의해 회  운동을 함으로써 연속

으로 펠렛을 제조할 수 있다. 열두 개의 형틀  첫 번째 틀에서부터 일곱 

번째 틀까지 염을 받아 굳힌 다음,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틀(염 펠렛 배출

구멍)에서 고화된 염 펠렛이 틀 구멍에서 으로 떨어져 염 펠렛 분리기를 

거치면서 재차 아르곤 가스에 의해 냉각되고 염 펠렛 장용기에 보 되게 

된다. 염 펠렛 배출 구멍 상부에 직경 25 mm의 실린더형 피스톤을 두 개 

설치하여, 제조된 염 펠렛을 주기 으로 어 주도록 하 다. 피스톤의 상하 

작동은 아르곤 가스에 의해 동작되는 공압 실린더를 이용하고, 상하 작동의 

주기는 타이머와 센서로 제어했다. 틀의 구멍은 곱게 연마하여 염 펠렛이 매

끄럽게 잘 빠지도록 하 으며, 틀의 바닥 역시 틀 받침  에서 회 운동을 

할 때 마찰이 작도록 곱게 연마하 다.

   (마) 용융염펠렛 제조 틀 받침 : 본 장치는 Fig. 4.16과 같이 제작하 으

며, 용융염 제조 틀에 부어진 용융염의 냉각이 잘 되도록 두께를 15 mm로 

하 다. 염 펠렛 제조 틀이 잘 회 할 수 있도록 윗면은 곱게 연마하여 염 

펠렛 제조 틀이 원활하게 주기  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바) 하우징: 본 장치의 재질은 STS-304로 하 으며, Fig. 4.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융염 펠렛 제조 틀 받침 에서 용기 랜지까지 상자를 만들어 

노즐을 통해 나오는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하우징 내부에 

아르곤 가스를 연속 으로 공 함으로서 용융염  염 펠렛이 아르곤 분

기에서 조작되도록 하기 한 시스템이다. 상자 앞면과 뒷면은 열과 충격에 

강한 강화유리로 창을 만들고 조명 시설을 하여 내부를 찰할 수 있도록 

하 다. 상자 안쪽은 외부와 완  차단되어 기 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내부 온도를 측정하고 제어하기 해 열 를 설치하 다.

   (사) 염펠렛 분리기: 본 장치의 크기와 모양은 Fig. 4.17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용융염 제조 틀 받침 에서 냉각된 염 펠렛이 염 펠렛 분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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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곤 가스와 직  하여 2 차 냉각되도록 하 다. 염 펠렛 분리기 배출

구 에는 볼 밸 와 C-형 클램 를 설치하여 염 펠렛 장용기와 연결하

다.

   

           (a)염펠렛분리기                 (b)염펠렛 장용기

   

Fig. 4.17. The pellet separator and pellet storage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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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염 펠렛 장용기: 50 kg(33.6ℓ)의 염을 장할 수 있도록 약 60ℓ

의 크기로 염 펠렛 장용기 두 개를 제작하 다. 장용기에는 제조된 염 

펠렛을 최종 냉각하기 해 아르곤 가스 주입구와 볼 밸 를 설치하는 한편, 

염 펠렛의 제조가 완료되었을 때, 용이하게 분리하여 다른 용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볼 밸 와 C-형 클램 와 함께 용기 바닥에 바퀴를 설치하여 이동이 

쉽도록 하 다.

   (자) 제어   기타: 제어 에는 1) 용기(vessel) 내부  노즐의 온도 

제어와 하우징, 틀 받침 , 염 펠렛 장용기의 온도를 감시할 수 있는 온도 

지시계, 2) 공압 실린더에 의한 용융염 배출 밸 의 개폐와 용융염 펠렛 제

조 틀의 회 운동  고화된 염 펠렛을 러주는 피스톤의 상하운동 주기를 

결정하기 한 타이머, 3) 아르곤 가스  냉각기체의 유량 측정을 한 유

량계, 4) 용기와 하우징의 압력을 감시할 수 있는 진공계  압력계 등을 설

치하 다.

 나. 펠렛 제조 실험

    용기 내부를 불활성 분 기로 유지하기 해 진공펌 로 내부를 진공으

로 감압한 다음, 아르곤 가스를 공 하는 과정을 2 회 반복하여 산소  수

분을 제거한다. 속 환 장치에서 발생한 폐용융염을 내부에 넣은 다음에

도, 진공펌 로 감압하고, 아르곤 가스를 공 하여 상압으로 하는 과정을 5 

회 반복하여 내부를 아르곤 가스 분 기로 만들고, 약 300 ℃로 1 시간 동안 

가열하여 수분을 제거하고, 다시 진공펌 로 감압한 다음, 아르곤 가스를 공

하여 상압으로 하는 과정을 3 회 반복하여 산소  수분을 제거한 후, 

당량(약 1ℓ/min)의 아르곤 가스를 용기로 공 하면서 가열로의 온도를 단계

으로 650 ℃까지 가열한다. 가열 온도가 600 ℃ 부근에 도달하면 하우징 

내부  염 펠렛 분리기와 염 펠렛 장용기에 당량의 냉각기체(아르곤 가

스)를 공 하여 용기를 냉각시키면서, 내부를 아르곤 가스 분 기로 조성하

면, 염 펠렛 제조 시에 제조된 염 펠렛을 냉각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 염 펠렛 장용기는 이  자켓형으로 냉각기체(공기)를 공 하여 제조된 

염 펠렛을 냉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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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펠렛 제조 틀 구멍(깊이 50 mm)에 용융염이 일정량 차도록 배출구 밸

의 열고 닫는 시간을 타이머로 조 하 다. 염이 원형의 펠렛 제조 틀의 

열두 개 구멍  첫 번째 구멍에 채워지면, 이 염은 용융염 펠렛 제조 틀의 

회 에 의하여 이동하여 여덟 번째 구멍에서 염 펠렛 분리기로 떨어져 염 

펠렛 장용기에 수집된다. 용융염을 받는 첫 번째 구멍으로부터 여덟 번째

와 아홉 번째 구멍의 상부에는 피스톤을 설치하여 염 배출구 밸 를 여느 

것과 동시에 제조 틀 구멍에 피스톤을 어 미처 여덟 번째 구멍에서 빠지

지 않은 염은 아홉 번째 구멍에서 염 펠렛 장용기에 떨어지도록 하 다. 

염 배출구 밸 의 상하작동, 피스톤의 상하작동은 공압 실린더를 이용하

다.

 다. 결과  고찰

    노즐에서 용융염이 배출되는 속도는 에 지 보존법칙에서 유도된 베르

이 정리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하다. 이때 용융염의 표면장력

과 도 향은 무시된다.

V 2
1

2g
+ h 1 =

V 2
2

2g

V 2 = c 2gh 1

        여기에서, V1: 용기 액 면에서의 용융염속도 (= 0)

                 V2: 노즐에서의 용융염 배출속도

                  h1: 용기 액 면 높이

                  c: contraction coefficient 이다.

  유체의 이놀즈 수가 크면 contraction coefficient, c는 노즐의 형상에 의

존하게 되고, 원형 노즐의 경우 노즐직경(d)과 입구부 직경(D)의 비가 0.3 이

하이면 c는 0.62가 된다. 50 kg의 용융염이 용기에 공 될 경우, 용기에서의 

용융염 액 는 37 cm이고 노즐부 길이가 12 cm이므로 h1은 0.49 m가 된다. 

 식에 의해서 노즐에서의 용융염 배출속도를 구하면, V2는 1.9 m/sec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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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펠렛 제조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용기에서의 용융염 액 가 낮아

지게 되며 V2는 h1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감소하게 될 것이다. 노즐부에만 용

융염이 차 있는 경우에는 h1이 12 cm이므로, V2는 0.95 m/sec가 된다.

  650 ℃ LiCl 용융염의 도와 도는 각각 1.60 cP와 1.49 g/cm3이다[1]. 

따라서 V2가 1.9 m/sec일 때, 이놀즈 수는 아래 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이 조건에서 용융염은 노즐 부 에서 turbulence flow를 형성하게 

되며, 앞서 기술한 로 contraction coefficient는 노즐의 형상에 의존하게 된

다.

N Re =
DVρ
μ

=
0.32 cm × 190cm/sec × 1.49g/cm 3

0.016g/cm∙sec
= 5662

  V2가 1.9 m/sec와 0.95 m/sec일 때 용융염은 노즐을 통하여 당 각각 

15.3 cm
3/sec와 7.64 cm3/sec 배출된다. 제조 틀 구멍 직경이 3 cm이므로 이

는 제조 틀 구멍이 각각 2.16 cm/sec와 1.08 cm/sec의 속도로 채워지게 됨을 

의미한다.

  용융염 배출밸 를 여는 시간을 2 , 3 , 4 로 각각 제어하면서, 용기 

액 면 높이 h1이 ～0.17 m인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Fig. 4.18에 나

타낸 바와 같이 펠렛을 제조할 수 있었다. 앞서 기술한 방식 로 h1이 ～0.17 

m일 때 제조 틀 구멍이 채워지는 속도를 이론 으로 구하면 1.29 cm/sec이

다. 실제 실험결과는 Fig. 4.18에서 알 수 있듯이 용융염 배출밸 를 여는 시

간 1 당 ～1.0 cm 높이의 용융염 펠렛이 제조되었다. 이론치와 실측치 간

의 다소의 차이는 contraction coefficient를 0.62로 설정한 것과 밸  개폐과

정에서 노즐 면 이 변화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펠렛 가운데

가 오목하게 인 것은 냉각시 바깥 부분과 안쪽 부분의 온도차에 기인하며, 

용융염 취 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수 차례 실험을 수행한 결과 염 배출밸 (stopper)를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즐에서의 염 출이 찰되었다. 그 원인으로는 불순물에 의한 밸  면의 

손상 는 고온 용융염과 한 밸 와 노즐 부 에서의 부식 발생을 들 

수 있다. 노즐에서의 염 출을 최소화하고자 Fig. 4.19에 나타낸 것과 같이 

용융염 배출밸 (stopper) 하단에 needle을 용 하여 붙이는 방법을 도출하

다. 노즐과 needle 사이의 틈새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0.2 mm로 하 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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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 의 손상에 의하여 염 출이 발생하더라도 needle이 노즐의 부분을 막

고 있으므로 그 양은 최소화될 것이다. 용융염 배출 시에 needle은 용융염 

배출밸 와 함께 상승되어 노즐에서 완 히 빠지게 된다.

Fig. 4.18. The produced pellet from the 50 kg LiCl/batch scale

               pelletizing apparatus.

Fig. 4.19. The molten salt discharge valve equipped with a nee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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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 ℃ 고온의 혼합 용융염이 상온의 염 펠렛 제조 틀과 받침 에 하

는 순간 염이 튀어 혼합 용융염 배출밸 가 막히는 상이 발생하 다. 이 

상을 방지하기 한 방법으로 두 가지가 고려되었다. 첫째는 받침 에 부

딪치게 되는 용융염의 운동에 지를 감소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조 틀

과 받침 를 가열하여 고온의 용융염이 작스럽게 냉각됨으로써 튀는 상

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에 해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용기(vessel) 내 용융염 액 면 높이 h1이 ～0.47 m일 때, 앞서 기술한 데

로 노즐에서 배출되는 용융염의 속도 V2는 1.9 m/sec이다. 그런데 받침 에 

부딪치는 용융염의 종단속도를 V, 노즐과 받침 간의 거리를 h라고 하면 종

단속도는 아래 식에 의해서 계산 가능하다. 를 들어 V2가 1.9 m/sec이고 h

가 0.5 m이면, 종단속도 V는 3.7 m/sec가 된다.

V = V 2
2 + 2gh

  따라서 노즐 부분의 온도를 염의 용융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노즐과 받

침  간의 거리 h를 최소화하여 염이 받침 에 충돌하는 운동량을 최소화하

여야 한다. 후술할 제조 틀과 받침 를 가열하는 방법과 병행할 경우, 노즐

과 받침  간의 거리 h를 0.12 m 이내로 하면 염이 튀는 상을 방지할 수 

있음을 실험 으로 찰하 다. 이때 V2가 1.9 m/sec이면 염의 종단속도 V

는 2.4 m/sec가 된다.

  염 펠렛 제조 틀과 받침 를 가열함으로써 염이 받침 에 충돌할 때의 반

발계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즉, 온도차와 비례하여 반발계수가 커지므로 염

이 제조 틀과 받침 에 달라붙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조건 하에서 염 펠렛 

제조 틀과 받침 를 최 한 가열하여야 한다. 실험 으로 가열온도를 변화시

키면서 염이 튀는 상을 찰한 결과, 염 펠렛 제조 틀과 받침 의 온도가 

80 ℃ 이상일 때는 염이 튀지 않으면서도 제조 틀과 받침 에 달라붙지 않

음을 확인하 다. 이에 용융염을 받는 염 펠렛 제조 틀과 받침 를 국부 으

로 가열할 수 있도록 장치를 수정하여 염 펠렛 제조실험을 수행하 으며, 가

열 최  온도는 실험오차를 감안하여 90 ℃로 설정하 다.

  본 50 kg LiCl/batch 규모 펠렛 제조장치에서는 표 으로는 ø30×3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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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의 펠렛을 제조하고자 하 다. 이 경우 펠렛의 무게는 ～30 g이며, 펠렛 

하나를 제조하는데 용융염 배출밸  개폐와 펠렛 냉각 그리고 제조 틀의 수

평이동에 15 가 소요되었다. 따라서 본 50 kg LiCl/batch 규모 펠렛 제조

장치에서는 50 kg의 폐용융염을 취 성이 향상된 펠렛 형태로 7 시간 내에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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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핫셀 내 분 기 제어를 한 불활성가스 정제  냉각

       시스템 개발

1. 불활성 분 기 셀의 정제공정 개념 확립

  차세 리 종합공정의 리튬 속을 환원제로 이용한 고온 용융염 속

환 공정에서는 리튬 속의 폭발 인 산화성을 고려하는 한편 속 환체 연

속주조 공정  기분해법을 모체로 한 리튬 속 회수공정에서 회수 속

의 불순물 제어를 해 주요 공정들이 설치되는 셀의 산소  수분의 농도

를 기 치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 이다. 아울러 핫셀 내부의 압력이 주

보다 낮은 부압 조건에 의한 공기와 수분의 유입으로 오염된 불활성 분

기는 셀 내에 취 되는 물질  장치재료 등에 화학   야 학  상을 

일으키므로 산소와 수분을 제거하는 정제 계통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hot test를 한 불활성 분 기 셀의 정제공정 운 요건으로 셀 내의 산소와 

수분 농도를 100 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설정하 으며, 산소와 수분 제거를 

해 정제탑의 주요 구성원인 매 선정, 매 재생 그리고 분석 시스템 설

정을 행하 다. 불활성가스 정제 계통은 Fig. 4.20의 정제계통 개념도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수분 제거탑, 산소 제거탑  정제 팬으로 구성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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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Schematic diagram of inert gas pur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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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불활성가스 정제공정 수분 제거 매 선정

    수분 제거 매로 리 사용되는 것은 분자체(molecular sieve)이다. 결

정성 알루미노-실리 이트인 제올라이트는 SiO4와 AlO4의 정사면체로 구성

된 기본단 가 꼭지 을 공유하면서 연결되어 3 차원 골격을 이룬 물질이다. 

제올라이트에 속을 담지시켜 속과 산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공정에서 

매로 사용된다. 결정구조에 따라 세공크기가 다르고, 산의 세기도 다르다. 제

올라이트의 양이온 교환 능력을 이용하여 세제 첨가제나 흡착분리제로도 많

이 쓰이고 있다. 한 1) 넓은 표면 과 열  안 성, 2) 규칙 인 결정구조

로 인한 형상 선택성, 3) 산의 세기와 산량의 조  가능성, 4) 양이온 주 에 

형성되는 강한 정 기장으로 인한 반응성 증  효과 등이 있어, 고체산 매

로서 제올라이트의 응용분야는 더 넓어질 망이다. 본 공정에서는 넓은 표

면 과 열  안 성, 형상 선택성  반응성 증  효과가 큰 분자체 4A-13X 

혹은 16X인 ZEOMOLS-WE50을 선택하 으며, 사양은 다음과 같다[3,4].

  - Physical State: Solid

  - Appearance: Bead or pellet type

  - Size: 1.4～1.7 mm

  - Equilibrium water adsorption capacity: min. 18 wt%(25 ℃, R.H 60%)

  - Solubility: Insoluble in water

  - Specific gravity: 2.1

  - Molecular formula: Na12[(AlO2)12․(SiO2)12]․XH2O 

  - Basic Structure: Tetrahedral linkage of SiO4 with Si and Al atoms in 

                    center, surrounded by 4 oxygen atoms in covalent 

                    bond

 나. 불활성가스 정제공정 산소 제거 매 선정

    산소를 제거하기 해 사용되는 매로는 부분 실용 매로 다공성 

지지체에 속을 담지시켜 제조하는데, 이는 매의 열 , 기계  성질이 향

상되고 넓은 속 표면 을 얻을 수 있으며 속 소요량은 다는 이 이 

있기 때문이다. 지지체에 담지시켜 활성물질의 소요량을 이는 방법은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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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 값비싼 귀 속 매에서는 경제 인 에서도 매우 요하다. 본 

공정에서는 산소를 제거하기 하여 사용되는 속 담지 매로 "Ridox"로 

불리는 Cu/Al2O3(비환원성 산화물 Al2O3에 Cu를 dopping시킨 것)을 선택하

으며, 일반 인 물성은 아래와 같다[5].

  - Physical State: Solid

  - Appearance: Green gray

  - Boiling point: 2,800 ℃

  - Freezing/melting point: 1,995 ℃

  - Solubility: Insoluble in water

  - Specific gravity: 4.0

  - Molecular formula: Mixture

  - Cu loading: <1.0 wt%

  - BET surface area(Al2O3): 150 m2/gm

 다. 매 재생

    산소를 제거하기 해 속 담지 매, Cu/Al2O3로 구성된 정제 계통은 

속산화물을 환원시키기 해 수소를 흡착시켜 가열하면 수산기와 수소원

자가 물로 탈착되면서 속을 환원시키는 계통이므로 수소 공 설비가 요구

된다. 정제탑의 산소 제거층인 탑 부분의 인입구의 흐름 상태는 유량과 산소 

 수소의 농도를 감시․조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본 공정에서 생

성되는 수분은 정제탑의 하단에 설치된 수분 제거층인 분자체에서 제거된다. 

포화된 분자체는 250～300 ℃ 불활성가스를 통과시킴으로서 재생된다. 이때 

유출되는 더운 불활성가스를 계속 으로 감시․조 하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재생 작업이 끝난 것이다.

 라. 분석 시스템 설정

    불활성가스 정제공정에서 산소와 수분의 농도를 감시하기 하여 on 

line direct-reading instruments가 설비되도록 하 으며, 이는 수소 첨가에 

한 제어와 수소 농도를 측정하기 해 사용된다. 이에 한 사양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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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6].

  (1) On line direct-reading instruments 설계인자

      - Max. sample flow: 10 std cm
3min-1

      - Detection limit: ≤100 ppm

      - Sample rate: one sample/15 min

      - Closed system - total gas recovery

       

  (2) On line direct-reading instruments 구성요소   

      - Sample system

      - Mass spectrometer

      - Pumping system

      - Computer system

        ․Calibrate the mass spectrometer

        ․Start and stop sample streams

        ․Change samples

        ․Analyze samples

        ․Display and print analyses

        ․Sound alarms

        ․Generate new analytical programs

2. 차세 리 종합공정 불활성가스 냉각 loop 개념 확립

  핫셀 내의 리튬 속을 환원제로 이용한 고온 용융염 속 환 공정, 속

환체 연속주조 공정  기분해법을 모체로 한 리튬 속 회수 공정장치 

운  시 발생되는 열량  조명 등에서 발생되는 열량으로 셀의 내부 온도

는 주변 온도보다 20～40 ℃가 상승하게 되며, 공정의 안 성과 운 성 향상

을 해 불활성가스 분 기의 제어 기 요건을 만족하기 해 냉각계통과 

순환계통이 필요하다. 불활성가스 냉각시스템의 구성을 해 셀의 크기, 셀

의 열부하, 소요풍량, 닥트의 크기, 필터 unit의 수량, 냉각 unit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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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냉각방식을 평가하 다. 아래의 냉각시스템 구성원의 배열과 비 핫셀의 

공간 제약과 유지보수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차세 리 종합공정 실증시

설은 고풍량 순환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하다고 단된다.

 가. 아르곤 셀의 용  

    차세 리 종합공정에서 주요 공정인 사용후핵연료의 리튬 속을 환원

제로 이용한 고온 용융염 속 환 공정, 속 환체 연속주조 공정  기

분해법을 모체로 한 리튬 속 회수공정 등이 설치된 핫셀은 Fig. 4.21의 핫

셀의 개략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 2 m, 길이 6 m 그리고 높이 4.5 m로 

되었으며, 핫셀의 용 은 54 m3이다. 

Fig. 4.21. Layout of hot cell.

 나. 아르곤 셀의 열 부하

    아르곤 셀에서 발생되는 열 부하는 리튬 속을 환원제로 이용한 고온 

용융염 속 환 공정, 속 환체 연속주조 공정  기분해법을 모체로 

한 리튬 속 회수공정 등에서 발생되는 열량  셀 내의 조명 등에 의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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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 열부하량은 안 인자를 고려하여 Table 4.3과 같이 산출되었다[7].

Table 4.3. Estimated Emission Heat of Main Process

열  원 열량(kW) 추 정 근 거

속 환

공정
1.7 kW

▪주방향의 방열: 0.76m(D), 1.30m(H), 내부온도

  650℃ → 1.4 kW

▪용기 랜지의 방열 → 0.3 kW

리튬회수

공정
1.3 kW

▪주방향의 방열: 0.7m(D), 1.0m(H), 내부온도

  700℃ → 1.1 kW

▪용기 랜지의 방열 → 0.2 kW

주조공정 0.28 kW

▪주방향의 방열: 0.25m(D), 0.30m(H), 내부온도

  1,400℃ → 0.23 kW

▪용기 랜지의 방열 → 0.05 kW

폐기물처리

공정
0.41 kW

▪주방향의 방열: 0.40m(D), 0.70m(H), 내부온도

  550℃ → 0.34 kW

▪용기 랜지의 방열 → 0.07 kW

셀 내 조명 4.31 kW
▪0.287 kW/m2의 기 으로 계산된 방열

  → 4.31 kW

기타 2 kW ▪ 에서 산출된 총 열량의 25% 가산

합계 10 kW

단, 아르곤 셀의 주요 공정에서 발생되는 열량은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산출되었다.

  - 주방향의 방열에서는 용기의 직경, 높이, 내부 온도 등을 고려하고 보온

재 표면 열 달율을 10 kcal/m2․h․℃를 기 으로 하여 계산한 열량의 

6%를 주방향의 방열로 간주하 음.

  - 용기 랜지 뚜껑 방열의 계산은 주방향 방열의 20%만 반 하 음.

 다. 소요풍량

    열부하 Q(kW)와 소요풍량 G(m
3/h)의 계식은 다음과 같다.

     G = Q × 860.4 ÷ ( γ × Cp × ΔT )                          (1)



- 512 -

  식(1)과 Fig. 4.22(방출 열량과 소요 풍량의 계)에 의해 소요 풍량을 구

한다[7]. 열 부하(Q)=10 kW, ΔT=20 ℃일 때, Fig. 4.22로부터 구해진 소요 

풍량은 약 1,000 m3/h이다. 이는 셀의 환기 회수 약 15 회/h에 해당하며, 일

반 인 red zone 환기 회수의 목표치(10 회/h)에 비해 큰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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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Emission heat vs. airflow relationship chart.

 라. 주 닥트 지름

    풍량 G(m3/h), 유속 V(m/s) 일 때, 닥트 지름 d(m)의 계식은 다음과 

같다.

      d = 4 × G ÷ (3600 × π × V )1/2                            (2)

식(2)와 Fig. 4.23(방출 열량과 닥트 직경과의 계)에 의해 주 닥트의 직경

을 구한다[7]. 소요 풍량(G)=1,000 m
3/h, V=15 m/s일 때, 주 닥트의 직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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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 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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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Emission heat vs. duct dia. relationship chart.

 마. 필터 unit 소요 수량

    HEPA filter(610×610 mm)의 정격 배기 풍량은 unit 당 최고 1,200 

m3
/h이기 때문에[8] 냉각에 필요한 풍량의 량을 통풍하는 경우에는 2 개의 

unit(spare 포함)가 필요하다.

 바. 순환 팬 용량

    순환 팬은 1,000 Nm
3/hr × 1,500 mmAq 용량의 2 (spare 포함)가 필

요하다.

 사. 냉각 unit 소요 수량

    냉각 unit의 소요 수량은 안 인자를 고려하여, 15 kW인 2 개 unit 

(spare 포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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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제  냉각계통 공정장치의 주요 구성부 특성평가

 가. Filter bank

   차세 리 종합공정은 방사성물질을 취 하는 공정으로 방사성물질로

부터 생성되는 방사성 부유입자, 유해가스, 먼지 등으로 인한 방사성 오염의 

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방사성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하여 각종 

필터를 설치하여 순환되는 아르곤 가스를 정화하고, 방사성물질의 설 방지

에 주력하고, 한 시설 내 종사자들의 안 한 작업환경 유지와 기오염 방

지를 꾀할 수 있다. 일반 인 오염 물질은 처리 필터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필터로서 제거하고 있으며, 그밖에 발생되는 요

오드와 같은 방사성 기체를 제거하기 해 활성탄 필터가 이용되고 있다.

  (1) 활성탄 필터

     사용후핵연료를 취 하는 핫셀 시설에서 필연 으로 발생하는 요오드 

기체 등이 시설 외부의 주변 환경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하여 핫셀

에 활성탄 필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는 배기계통과 순환계통에 사용되며, 

기체의 포집, 주로 요오드 기체의 포집을 행하며, 건물 내외로 확산되는 것

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 활성탄 필터는 세공 특성과 표면 특성에 의거 성능

의 효과가 좌우된다. 세공 특성은 직  활성탄의 흡착성능에 직결되는 물성

인 동시에 흡착제로서 활성탄의 가장 요한 특성이다[2,9]. 세공 특성은 보

통 비표면 ,  세공 용 , 평균 세공 경, 세공 경 분포 등의 항목을 포함한

다. 활성탄 필터는 원료인 활성탄 표면에 당한 첨착제가 코 되어 있어 

chemisorption에 의해서 방사성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

다. 첨착제는 KI3(KI + I2)를 사용하며 흡착 효율은 I2의 경우 130 ℃, 상 습

도 95%에서 99.9% 이상이다[9]. 첨착제로 사용되는 triethylene diamine 

(TEDA)은 요오드와 아민과의 반응을 통해서 첨착 활성탄의 반응성을 증가

시켜 용이하게 유기 요오드를 제거할 수 있다. 첨착 활성탄의 최  성능과 

경제성을 고려하면 TEDA가 원료 활성탄에 첨착되는 정도는 5% W/W가 

당하다. 한 입자의 크기는 공기 통과시 압력강하에 미치는 향이 크기 때

문에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입자의 크기는 미국의 경우 8～16 mesh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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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원자력용 활성탄은 미국 원자력규제 원회(NRC)의 ANSI/ASME 

N-509-1980에 의한 요구조건에 만족될 수 있는 물리  시험과 radio-iodine 

성능실험을 요구하고 있다. 

  (2) 고효율 필터(HEPA)

     고효율 필터는 배기계통과 순환계통에 사용되며, 배기계통의 경우 최

종 필터로서 최고의 제진 효과를 가지고, 건축물 밖으로 방사성물질이 배출

되는 것을 막기 함이고, 순환계통의 경우는 시설 내의 정화도를 증가하고, 

내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시키기 해 사용된다. 공기 에는 직경이 0.01 

㎛ 이하에서부터 100 ㎛ 이상의 입자들이 상존하게 되는데 에 보이지 않

는 아주 작은 미세한 입자는 공간을 떠돌아다니면서 부유하는 성질이 있어 

서로가 부딪치면서 공기 에 확산하게 되고 침강되는 속도는 아주 느리게 

된다. 반면  다른 작은 입자들은 서로가 충돌하면서 응집되어 서서히 큰 

입자로 성장하여 침강되고 기류를 따라 유동하는 과정 에 필터에 여과된

다. 여과의 원리는 성효과, 확산효과, 차단효과, 력효과 등에 따르며, 이

러한 메카니즘은 입자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더 요시 된다[9,10]. 섬

유질이 가늘수록 포집되는 효과는 우수하나 압력손실이 많으므로 HEPA 필

터를 선정하기 에 여재번호, 사양, 등  등을 주의 깊게 선택할 필요가 있

다. 필터의 주요 부품은 frame, media, sealant, separator, gasket 등이 있고, 

frame에는 ply-wood, stainless steel, aluminum이나 아연도  강 이 사용되

고, sealant로는 우 탄계, 네오 계, 에폭시계, PVC 등이 있다. 고효율 필

터의 종류로는 크게 separator type, V-pleat type  cylindrical type으로 나

어진다. 필터는 사용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가장 표 인 규격

이 610×610×292 mm로 되어있다. 필터 설계 시 기술사양을 토 로 압력손실 

 수명시간을 미리 계산하는데 99.97% 이상의 V-pleats type 필터에서는 

기 압력손실이 25 mmWG 정도이고, 그 2 배 정도인 50～60 mmWG가 최

종 압력손실이 되는데, 이때를 교체주기로 본다[10]. 성능시험 방법  평가

는 ANSI-509(Nuclear Power Plant Air Cleaning Units and Components)와 

ANSI-510(Testing of Nuclear Cleaning System)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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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리 필터(Pre-Filter)

     처리 필터는 배기계통, 순환계통  기(給氣)계통에 사용되는데. 

이는 고성능 필터, 활성탄 필터, 고효율 필터의 처리용 필터로서 사용되며 

조진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필터의 주요 부품은 frame, media, sealant, 

gasket 등이 있고, frame에는 아연도  강 이 사용되고, media에는 fiber- 

glass paper, sealant로는 합성수지 그리고 gasket로는 폴리우 탄폼이 사용

된다. 필터는 사용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가장 표 인 규격이 

610×610×292 mm로 되어있다. 기 압력손실이 8 mmWG 정도이고, 그 6배 

정도인 50 mmWG가 최종 압력손실이 되는데, 이때를 교체주기로 본다[9]. 

성능시험 방법  평가는 ASHRAE(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 

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에 의한다.   

 나. 정제탑

    차세 리 종합공정은 방사선 가 매우 높은 사용후핵연료를 고온

의 조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취 하게 되므로 기존의 다른 공정에 비해 

강화된 기 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주요 공정인 리튬 속을 환원제로 이용

한 고온 용융염 속 환 공정, 속 환체 연속주조 공정  기분해법을 

모체로 한 리튬 속 회수공정 등의 핵심공정은 엄격히 리되는 불활성 분

기 하에서 취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공정들은 핫셀 내에 설치되어

야한다. 그러나 핫셀 내부의 압력이 주 보다 낮은 부압이므로 공기와 수분

의 유입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산소와 수분으로 오염된 불활성 분 기는 

셀 내에 취 되는 물질  장치재료 등에 화학   야 학  상을 일으

키므로 정제계통에서 산소와 수분을 제거하는 정제탑의 매물질 선택이 

요한 사항이다. 

  (1) 매 설계

     상 반응에 합한 활성물질, 증진제, 지지체가 선정되면, 활성물질의 

피독, 내구성, 활성물질과 증진제의 상호작용, 지지체의 구조에 따른 열 달

과 물질 달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매를 제조 혹은 선택하게 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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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활성물질 결정

       매의 활성물질은 반응경로와 반응기구에 근거를 두거나, 는 

한 고체의 기하학  성질을 토 로 결정한다. 를 들면, 백 족 속이나 

니 은 수소화 반응에 활성이 높고, 오산화바나디움(V2O5) 등 속산화물은 

산화반응에 활성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매를 선정

할 때는 이러한 포 인 매 활성의 경향과 함께 활성물질이 활성을 보이

는 이유, 활성 의 형태와 구조, 반응기구 등을 연계시켜 고려하여야 활성물

질을 보다 합리 으로 선정할 수 있다. 

   (나) 증진제 결정

       증진제는 매의 활성 증진과 선택성 향상 는 수명 연장을 해 

첨가되는 물질로서 보통 조 매, 증진제, 보조제, 피독 방지제들로 불리우는 

물질의 총체 인 명칭이다. 증진제를 선정하는 방법은 매작용을 평가하여 

매효과가 증진되도록 한 증진제를 첨가하는 방법과 반응 경로와 매

의 표면 구조로부터 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론 인 근거에서 증진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다) 지지체 선정

       지지체는 속 담지 매에서 지지체의 넓은 표면 을 이용하여 

속을 넓게 분산시키고 속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열 , 기계  안정성 등 물

리  성질을 향상시키기 해 사용된다. 그러나 지지체 에는 이러한 “지

지” 목  외에도 매반응에 여하거나 활성 의 매성질에 향을 주기

도 한다. 따라서 지지체가 매반응에 여하지 않고, 단순히 활성물질을 분

산, 담지시키는 목 으로 사용되는가 아니면 매반응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가 여부에 따라 선택기 이 달라지며, 이러한 에서 지지체를 아래와 같

이 분류한다.

    ① 비활성 지지체 

       화학 으로나 열 으로 안정한 표면 이 넓은 지지체로서 활성물질

을 분산, 담지시키는 목 으로 사용된다. ) 실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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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매 활성이 있는 지지체 

      지지체 자신도 고체산으로서 매 활성이 있다. 활성물질을 분산․담

지시킬 뿐 아니라 매반응에도 참여한다. 공업 으로 사용되는 지지체의 약 

80%는 이러한 지지체들이다. ) 알루미나, 실리카-알루미나, 제올라이트

    ③ 활성물질과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지지체 

      부분 으로 환원될 수 있는 산화물로서 활성물질을 분산시킬 뿐 아

니라 활성물질과 강하게 상호작용한다. 환원처리 후 활성물질의 매성질이 

크게 달라진다. ) TiO2, Nb2O5, V2O5

    ④ 특이한 형태의 지지체 

      압력감소를 이고, 공간속도를 높이며, 열 달과 물질 달의 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조로 제조된 지지체로서 자동차 배기가스의 정화기용 

매를 제조하는데 이용된다. ) 모노리스(monoliths)

  공업 으로 사용되는 지지체는 여러 형태가 있으나, 구형, 낱알형, 원통형, 

분말형 등이 보편 으로 많이 사용된다. 지지체의 형태는 반응기의 구조와 

조작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공업 매에 리 사용되거나 특이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지체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실리카 

      실리카 지지체로는 천연에서 산출되는 규조토(kieselguhr)와 합성하여 

제조한 합성 실리카가 주로 사용된다. 천연 실리카 에서는 규조토가 지지

체로 사용된다. 규조토의 표면 은 200 mg
2․g-1 이하로 비교  작지만 세공

이 크기 때문에, 분자크기가 큰 반응물을 사용하는 매반응에는 합하다

[11,12].

    ￭실리카 겔

      실리카 겔은 콜로이드 실리카 입자의 3 차원 그물구조로 구성된 것이

다. 실리식산을 합시키거나 콜로이드 실리카를 응집시켜 제조한다. pH를 

낮추어 실리식산을 합시키면, 표면 은 크나 세공부피가 작은 수화겔

(hydrogel)이 제조된다. 이와 반 로 pH를 높여 합시키면, 표면 은 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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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공부피가 큰 수화겔이 생성된다. 수화겔을 탈수시켜 제어로겔(xerogel)

을 제조하는데, 처리방법에 따라 구조도 달라진다. 세공의 응축과 표면  감

소를 막기 해서, 건조하기 에 표면장력이 작은 액체로 세공 내 물을 치

환시키기도 하고 임계  이상에서 물을 제거하기도 한다. 임계  이상에서 

물을 제거하여 제조된 실리카를 에어로겔(aerogel)이라고 부른다. 제어로겔과 

에어로겔의 표면 은 체로 100～1000 m2․g-1, 평균 세공 직경은 2～10 

nm이다[13].

    ￭Pyrogenic 실리카

      Pyrogenic 실리카는 높은 온도에서 기체상태의 실리카 증기나 실리콘 

화합물을 처리하여 만든다. 아크나 라즈마 에서 실리카 증기를 제조하여 

일산화실리콘으로 환원시켰다가 다시 산화시키는 방법, 실리콘 화합물(에스

테르, 염화물)을 산화시키는 방법, 는 실리콘 염화물을 기상에서 가수분해

하는 방법들이 이용된다. Pyrogenic 실리카의 표 인 물질로는 에어로실

(aerosil)과 카보실(cabosil)이 있다. 이들은 수소-산소 불꽃 에서 사염화실

리콘을 태워 제조된다. Pyrogenic 실리카는 표면 (200～400 m
2․g-1)이 클 

뿐 아니라, 순도가 높아서 화학  안정성이 요구되는 반응의 매 지지체로

서 하다[11].

    ￭알루미나

      알루미나는 공업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지체이다. 약한 산 이 

있어 매반응에 참여하기도 하나, 속의 분산성이 실리카 지지체에 비해 

우수하고, 지지체로서 가져야 할 물리 , 기계  성질이 우수하여 리 사용

된다. 알루미나는 제조방법에 따라 결정구조와 고체 상태가 다양하다. 알루

미늄 용액에서 알루미나를 얻기 해 침 시킬 때의 침 속도, 온도  pH

와 같은 침  조건에 의해 무정형 수화겔이 생성될 것인지 아니면 결정형이 

얻어질 것인지 결정된다. 표면 이 큰 알루미나(100～600 m
2․g-1)는 결정상

태의 수산화물을 열분해하거나 콜로이드 겔을 침 시켜 제조된다[11,14]. 보

편 으로 겔을 거치는 제조방법이 알루미나의 세공구조나 표면  제어가 용

이하여 많이 사용된다. 알루미늄은 정팔면체 혹은 정사면체의 간극에 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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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격자산소의 충 방법에 따라 알루미나를 다음 세 종류로 나 다.

     ▪α 계열 : 육방 최조  구조(ABAB)이며, 표 으로 α-알루미나

                (corundum)가 있다.

     ▪β 계열 : 반복성 최조  구조(ABAC-ABAC)로 이루어져 있다.

     ▪γ 계열 : 입방 최조  구조(ABC-ABC)로 이루어져 있다.

    ￭실리카-알루미나

      실리카-알루미나 지지체로는 합성된 무정형 실리카-알루미나와 토

와 같이 결정성인 물질, 그리고 결정성인 제올라이트가 있다.

    ￭무정형 실리카-알루미나

      무정형 실리카-알루미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조된다.

      - 실리카 표면에 알루미나 수산화물을 화학흡착시켜 제조하는 방법

      - 실리카 수화겔에 알루미나 수화겔을 침 시키는 방법

      - 알카리 실리 이트와 알루미늄 염 수용액을 겔화시키는 방법

      - 에스테르를 가수분해하는 방법

    ￭ 결정성(semicrystalline) 실리카-알루미나: 토(clay)

      매의 지지체로 kaolinite와 montmorillonite 등 천연 토도 사용된

다. 토는 Si
4+와 Al3+ 양이온에 배 된 산화물  수산화물 층이 수소결합

을 통해 결합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열하면 결정상태가 달라진다. 

Kaolinite의 화학조성은 알루미나와 실리카가 1 : 1 는 1 : 2이나, mont- 

morillonite에서는 실리카와 알루미나의 조성비가 다양하고 이들의 배  상태

도 여러 가지이다. 최근 균일한 물리화학  성질을 갖는 합성 토, 당한 

양이온을 삽입하여 세공크기를 조 하여 형상 선택성을 보이는 토 등에 

해 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정성 알루미노 실리 이트 : 제올라이트

      결정성 알루미노-실리 이트인 제올라이트는 SiO4와 AlO4의 정사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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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기본단 가 꼭지 을 공유하면서 연결되어 3 차원 골격을 이룬 

물질이다. 제올라이트에 속을 담지시켜 속과 산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공

정에서 매로 사용된다. 

  (2) 산소 제거 매 

     불활성가스 정제공정에서 산소 제거 매로 리 사용되는 매는 

속 매와 속담지 매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속 매와 속담

지 매에 한 특성평가를 수행하 다[5,15,16].

   (가) 속 매

       속의 표면상태는 산화물이나 황화물에 비하면 매우 규칙 이며 원

하는 형태로 제작하거나 깨끗한 표면을 얻기가 용이하므로 리 사용되고 

있다. 속을 매로 이용할 때 속선 형태나 속을 반응기 벽에 부착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부분의 속 매는 지지체라고 부르는 

다공성인 산화물에 담지시켜 제조된다. 표면에 노출된 원자만이 반응에 여

하므로 가격이 비싼 속의 사용량을 약하고 속의 열안정성이 낮아서 

사용  쉽게 소결되어 활성이 하되는 상을 억제하며, 속 자체만으로

는 한 기계  강도를 얻기 힘들어서 지지체를 사용하여 속 매를 제

조한다. 표면 이 넓고 열 , 기계  안정성이 우수한 지지체에 속을 얇게 

담지시키므로서, 활성물질인 속의 효율(활성물질의 질량당 활성)을 높일 

수 있다. 속의 표면 이 증가되므로 매 단 질량당 활성 한 향상되며, 

매의 열 , 기계  안정성도 높아지고 사용에 편리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

어 부분의 속 매는 지지체에 담지시켜 제조한다. 산소, 질소 등의 기

체는 속에 흡착되며, 흡착 여부나 흡착의 세기를 간단하게 표시하기는 어

렵지만, 흡착성질은 속의 자  성질과 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Table 4.4에는 화학흡착의 가능성에 따라 속을 분류한 것이다. Table 4.4에 

의하면 속의 흡착성질은 주기율표의 족 번호, 즉 속의 자배치와 계

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  

  매작용과 흡착여부의 계에 고려되는 사항은 흡착세기이다. 흡착이 

무 약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무 고, 흡착이 무 강하면 흡착상태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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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표면반응이 느려지므로 활성이 약해진다. 이러한 에서 보면 흡착되

기는 하지만 흡착 세기가 무 세지도 무 약하지도 않는 속에서 매활

성이 높을 것이다. 수소는 여러 속에 흡착되지만 수소화 반응에 활성이 높

은 속은 VIII족 원소들이다. 한 속의 매활성은 속의 자  구조

와 표면 원자의 기하학  배열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Table 4.5는 속의 

결정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Pd, Pt  Cu 

속은 부 입방 최조  쌓임 구조임을 알 수 있다[11].

Table 4.4. Classification of Metal by Chemical Adsorption

   속    족번호
기        체

O2 CO H2 CO2 N2

Pd, Pt VIII + + + - -

Cu IB + + ± - -

   +는 강한 화학흡착, ±는 약한 화학흡착, -는 화학흡착이 찰되지 않음

Table 4.5. Crystal Structure of Metal

VIII IB

Ru(hcp) Rh(ccp) Pd(ccp) Cu(ccp)

- - Pt(ccp) -

 hcp: 육방 최조  쌓임 구조, ccp: 입방 최조  쌓임 구조

   (나) 속 담지 매

       부분 실용 매는 다공성 지지체에 속을 담지시켜 제조하는데, 

이는 매의 열 , 기계  성질이 향상되고 넓은 속 표면 을 얻을 수 있

으며 속 소요량은 다는 이 이 있기 때문이다. 지지체에 담지시켜 활성

물질의 소요량을 이는 방법은 활성물질이 값비싼 귀 속인 매에서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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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인 에서도 매우 요하다. 산소를 제거하기 하여 사용되는 속 

담지 매로는 Cu/Al2O3, Pd/Al2O3 등이 사용된다. 

  (3) 수분 제거 매 

     불활성가스 정제공정에서 수분 제거 매로 리 사용되는 매는 분

자체인데, 본 연구에서는 분자체 특성을 평가하 다. 결정성 알루미노-실리

이트인 제올라이트는 SiO4와 AlO4의 정사면체로 구성된 기본단 가 꼭지

을 공유하면서 연결되어 3 차원 골격을 이룬 물질이다. 제올라이트에 속

을 담지시켜 속과 산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공정에서 매로 사용된다. 결

정구조에 따라 세공크기가 다르고, 산의 세기도 다르다. 제올라이트의 양이

온 교환 능력을 이용하여 세제 첨가제나 흡착분리제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한 1) 넓은 표면 과 열  안 성, 2) 규칙 인 결정구조로 인한 형상 선

택성, 3) 산의 세기와 산량의 조  가능성, 4) 양이온 주 에 형성되는 강한 

정 기장으로 인한 반응성 증  효과 등이 있어, 고체산 매로서 제올라이

트의 응용분야는 더 넓어질 망이다. 결합단 인 꼭지 이 잘린 정팔면체가 

사각형 면끼리 결합되어 겹사각형 고리(double 4-ring)를 만들면서 6 방향으

로 이어져 이루어진 제올라이트를 제올라이트 A라고 한다. 제올라이트 X나 

Y는 꼭지 이 잘린 정팔면체가 겹육각형 고리(double 6-ring 는 hexa- 

gonal prism)를 만들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요소는 비슷하여

도 연결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정구조가 가능하다. 제올라이트 A의 세

공입구는 8 개의 산소원자로 이루어져 물이나 암모니아처럼 작은 분자만이 

흡착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제올라이트 Y의 세공입구는 12 개의 산소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벤젠이나 크실 같은 큰 분자도 흡착된다. 이와 같이 세공입

구의 크기가 세공 내에 흡착 는 탈착되는 분자를 크기에 따라 구별하므로, 

제올라이트 고유의 분자체 효과가 나타난다. 제올라이트의 세공입구는 산소

원자고리의 개수 외에도 산소원자고리의 배열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산

소 8 개로 이루어진 제올라이트 에서 고리모양이 평면인 제올라이트 A는 

입구 지름이 0.43 nm이지만, 고리가 약간 비틀어진 에리오나이트(erionite)에

서는 세공입구가 큰 쪽이 0.52 nm, 작은 쪽이 0.36 nm로 타원에 가까운 모

양이다. 제올라이트 A는 보통 나트륨 이온을 양이온으로 하여 합성된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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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이 나트륨 이온인 A형의 유효 세공크기는 0.4 nm(4A형), 양이온이 칼륨 

이온이면 유효 세공크기가 0.3 nm(3A형), 양이온이 칼슘 이온이면 0.5 nm 

(5A형)로 달라진다. 제올라이트 X는 양이온이 나트륨 이온이면 세공크기가 

1.3 nm이어서 13X라고 부른다. 양이온이 칼슘 이온이면 세공크기가 1.0 nm 

정도로 어 10X라고 부른다. 넓은 표면 과 열  안 성, 형상 선택성  

반응성 증 효과가 큰 분자체 4A-13X 혹은 16X인 ZEOMOLS 계열이 많이 

사용된다.

4. 아르곤 셀의 정제  냉각 공정장치 설계

 가. 아르곤 셀의 공정운  설정

    차세 리 종합공정은 공정  취 물질의 특성요건에 따라 공기 분

기 핫셀에 설치되는 공정장치와 불활성 분 기 핫셀에 설치되는 공정장치로 

구분된다. 산소나 수분과의 반응성이 민감한 리튬과 우라늄 속 그리고 고

온의 리튬용융염을 취 하는 속 환, 주조, 리튬회수  폐용융염처리 공

정장치는 불활성 분 기, 즉 아르곤가스 분 기 핫셀에 설치된다. 핫셀용 아

르곤가스의 공 은 냉각시스템의 구성원의 배열과 비 핫셀의 공간제약과 

유지보수의 여건을 고려하여 고풍량 순환방식으로 일부를 보충하는 형태를 

취하며, 셀 내 분 기 압력은 -25 mmAq, 셀 내 분 기 온도는 40 ℃로 유

지, 환기회수는 15 회 이상, 셀 내 수분  산소의 농도는 100 ppm이 되도록 

설정된다. 불활성 분 기, 즉 아르곤 분 기 핫셀의 운 은 Fig. 4.24에 나타

내었다. Fig. 4.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ir 공 은 핫셀 내의 기기, 계기  

련 부품들의 유지보수를 한 작업자의 출입을 고려하여 air 분 기로 

환이 필요하다. 한 정제장치의 운 은 순환되는 아르곤가스의 산소  수

분의 농도가 설계치보다 높을 경우에만 운 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나. 아르곤 셀 내 기기의 유지보수

  (1) 유지보수 방식

     핫셀의 유지보수로 사용되고 있는 각종의 방식에 한 건식처리 공정

과의 합성을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다. 각종 방식의 경우, 불활성가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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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셀과의 합성, 공정장치와의 합성, 고가동율, 피폭 하  원격조작기

술의 진 을 고려하면, 원격유지보수가 합하다[7].

Αrgon
cell

:  Air line

:  Argon line

:  Air + Argon line

Open
Close

Open
CloseOpen

Open

Open
Close

Open
Close

Open
Close

Open
Close

CirculationAr gas

Fan

Fan

Fan

Close
Close

Purification
System

Sensor
(oxygen, moisture)

Once through

Once through

Seal port

Seal port

Fig. 4.24. Ventilation method of argon cell.

   (가) 직 조작 방식

       공정기기를 구분된 셀 내에 배치하여, 원격해체  제염과 직 조작

(방호복 착용 등)으로 조립을 행하는 방식이다. 본 방식은 공정장치 사이에 

물질취 을 행하는 계에서는 합하지 않다.

   (나) 그린하우스(Green house) 방식

       공정 셀의  방향에 “그린 하우스”라 일컫는 핫셀형의 운반 가능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본 방식은 Ar gas 셀과 연결된 부 에 기 된 

해치(hatch)를 다수 설치할 필요가 있어 합하지 않다.

   (다) Hot crane hole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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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된 공정 셀의  방향으로 핫셀과 같은 crane hole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본 방식은 Ar gas 셀과 연결된 부 에 기 된 해치를 다수 설치

할 필요가 있어 합하지 않다.

   (라) 2  셀 방식

       유지보수 빈도가 많은 장치를 내장한 셀을 2 으로 설치하는 방식

이다. 본 방식은 공정장치 간에서 물질취 을 행하는 계에서는 합하지 않

다.  

   (마) pre-cell 방식

       운 , 보수, 교환 등이 빈번히 수행되는 구성기기를 pre-cell내에 분

리 배치하는 방식이다. 건식처리 공정에서는 기본 으로 배 계에 의한 유체

이송을 필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주 셀과 pre-cell로 분할할 필요가 없다.

   (바) 원격유지보수 방식

       천정 크 인과 서보 매니퓰 이터의 조합 등에 의한 원격 조작 방식

이다.

  에서 언 된 바와 같이 핫셀의 유지보수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방식이 

있으나, 불활성가스 분 기 셀과의 합성, 공정장치와의 합성, 고가동율, 

피폭 하  원격조작기술의 진 을 고려하면, 원격유지보수가 합하다.

 다. 안  구분

    핫셀 설비의 안 등 은 SC(safety class), NNS(non nuclear safety), 

NA(non application)로 구분된다. 그리고 품질등 은 Q, T, S로 분류되며, Q 

등 은 safety class 1, 2, 3으로 분류되는 시설 는 기기, T 등 은 safety 

class 1, 2, 3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기로서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 

 기기로 10CFR50 appendix B의 품질요건을 선별 으로 용하며, S 등

은 NNS 는 NA로 분류되면서 품질등  Q나 T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  

설비로서 제작자의 품질 보증 요건이나 산업규격을 선별 으로 용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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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곤 핫셀 내 련설비의 안   품질등 을 Table 4.6에 나타내었다[8]. 

Table 4.6. Safety and Quality Classification of Related Facilities in Hot Cell.

주요기기  설비 안 등 품질등 비고

핫셀 내 공정기기 NA T

핫셀 내 기설비 NA S

In-cell filter bank SC-3 Q

아르곤 가스 공   정제설비 NNS T

 라. 아르곤 가스 정제  냉각 공정설계 

    Fig. 4.25의 아르곤 가스 정제  냉각 공정계통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르곤가스 공 계통  배출계통, 아르곤가스 정제계통, 아르곤가스 순환 

 냉각계통 등으로 구성되었다.

Fig. 4.25. Process flow diagram of purification and cooling system of

            argon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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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르곤가스 공 계통 설계

     아르곤가스 공 계통은 액체 아르곤 장용기, 기화기, 아르곤가스 분

배기  압력조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기 핫셀의 아르곤가스 공 과 순

환 과정에서 보충과 함께 핫셀 내부에 일정한 부압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

  (2) 아르곤가스 배출계통 설계

     아르곤가스 배출계통은 filter bank, exhaust fan, 압력감시  조 장

치로 구성되며, 기 운 시 핫셀 내 공기를 배출하고, 정상운  에는 핫

셀 내 압력이 기 요건보다 높을 경우 정압력을 유지하는 조 기능을 갖

도록 설계되었다. 핫셀 내부의 배기구에는 charcoal과 HEPA 필터를 포함하

는 filter bank가 설치되었으며, 외부공기의 핫셀 내 유입을 방지하기 해 

seal pot가 설치되었다. 한 핫셀 외부에 charcoal과 HEPA 필터를 포함하

는 filter bank를 이 으로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외부 유출에 비하도록 설

계되었다. 그밖에 핫셀 내 아르곤가스 인입구와 정제설비로 보내지는 배출구

에도 charcoal과 HEPA 필터를 포함하는 filter bank가 설치되어 핫셀 내 

출에 비한 설계가 고려되었다.

  (3) 아르곤가스 순환  냉각계통 설계

     핫셀 내 열원인 속 환 공정, 리튬회수 공정 등과 셀 내 조명으로 

인해 아르곤가스 분 기 핫셀 내 온도가 상승하게 되므로 기 요건 온도까

지 낮추기 하여 냉각장치가 필요하다. 냉각계통의 주요 구성원은 냉각기

(가스/냉각수)이다. 순환계통은 순환 팬과 filter bank으로 구성되었다.

    

  (4) 아르곤가스 정제계통 설계

     아르곤가스 정제장치는 핫셀 내 아르곤 분 기에서의 산소와 수분 농

도가 기 요건을 과할 경우 아르곤가스를 제습장치와 산소제거장치로 구

성된 정제설비로 보내 수분과 산소를 제거한 후 순환시킴으로서 아르곤 분

기 핫셀 내에서 아르곤가스 농도를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었다. Fig. 4.25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가능한 정화장치의 설계는 필요한 용량의 50% 용량 크기

의 장치를 3  설치하여 다양한 부하의 운 에 처할 수 있고, 한 

stand-by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 529 -

제 5  장  차세 리 핵심공정 핫셀시험( 한. 러 공동연구)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개발 과제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리의 효율

성과 안 성을 배가할 수 있는 한국 고유형 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 이다.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은 사용후핵연료로부터 고방열 핵

종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선택 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세라믹형 사용후핵연

료를 속체로 환함으로써 열 부하  체 을 각각 원래의 약 1/4로 감소

시켜 사용후핵연료 리의 경제성  안 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핵비확산

성 처리 공정이다[1-4]. 이러한 연구계획의 일환으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차세 리공정의 핵심요소인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리튬에 의한 속

환 실증실험에 하여 러시아의 RIAR(Research Institute of Atomic 

Reactors)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는 ISTC(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의 Partner Program을 통한 공동연구로서, 

속 환공정의 hot test와 환된 속 잉고트의 합 특성  산화특성 규

명을 연구의 최종 목표로 하 으며, 35 개월 동안 3 단계 12 분기의 기간을 

통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하여는 원자력기술 선진국인 미국(ANL)과 일본(CRIEPI  

도시바 연구소)에서도 우리와 거의 같은 시 에 PWR 사용후핵연료의 리튬

환원에 의한 속 환연구를 시작하여 부분 인 비방사성 시험결과를 1996

년부터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는 당  PWR 사용후핵연료의 IFR 핵연

료주기 연계강화를 하여 처리단계로서 본 기술에 한 연구개발을 추진

하 으나 IFR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의 정부지원 단과 함께 효율 인 DOE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기술개발로 그 목표를 변경하여 연구 에 있다.

  일본의 경우는 국 UKAEA-Harwell과 루토늄 산화물을 비롯한 몇 종

류의 악티나이드 산화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는 모의 혼합 산화물 핵연료의 

리튬에 의한 속 환 반응성을 조사하기 하여 1998년 7월부터 3 년간의 

계획으로 수백만불을 투입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재까지 루토늄과 minor actinide 물질들이 배제된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리튬에 의한 속 환 반응성에 한 비방사

성 시험을 수행한 바 있으나, 지 까지 나타난 문헌으로부터 미국과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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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에서 루토늄 산화물의 리튬 환원반응에 한 한계조건의 차이

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의 열역학  해석을 통한 우리의 비방사성 시험결과

를 이론 으로 보완하기 하여 다각 인 노력을 하 으나 루토늄 화합물

에 한 열역학 기 자료의 부재로 그 보완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결론내렸

다. 따라서 실제의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한 hot test 반응성 실험을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비방사성 시험결과 자료의 보완과 

함께 루토늄의 환원반응에 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 다.

  국제 공동연구 추진 상기 의 요건으로서는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용융

염 처리 경험과 련 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기 으로서 방사성 시험을 

한 핫셀과 PWR 사용후핵연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 기 을 물색한 끝에 러

시아의 RIAR 연구소를 의 상기 으로 선정하고 우리 연구소에서 ISTC 

Partner Program을 통한 공동연구 추진계획을 제시하 고, 이를 RIAR 측이 

수용하면서 최종 으로 ISTC-KAERI-RIAR 3 자간 공동연구 계획을 3 년 

동안 3 단계에 걸쳐 수행하기로 2000년 3월 1일 약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

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상기한 국제 공동 연구, “An Experiment on the 

Metallization of Spent Oxide-Fuel by Lithium for the Advanced Spent 

Fuel Storage Method Development"의 연구 내용인 hot test를 한 실험장

치의 설계  제작, 실험장치의 핫셀 내 원격 운 성 평가  반응조건 설정

을 한 비방사성 실험, 그리고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hot test의 주요 연구 

결과에 해서 요약 기술한다.

1. 공동연구 개요

 가. 공동연구의 목

    ◦목 : 원자력연구개발 장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인 ‘사용후핵연

료 차세 리 공정개발’의 핵심내용인 사용후핵연료의 리튬에 의한 

속 환 반응 실증시험 공동수행

    ◦공동연구명: An Experiment on the Metallization of Spent Oxide- 

Fuel by Lithium for the Advanced Spent Fuel Storag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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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나. 공동연구 추진형태

    ◦ISTC(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Partner 

Program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

    ◦러시아 측 공동연구 수행기 : State Scientific Center of Russian 

Federation - Research Institute of Atomic Reactors(SSC-RIAR)

 다. 공동연구 기간  연구비

    ◦총 35 개월(2년 11개월)

    ◦총 소요 산: 미화 100만불($1,000,000 USD)

      - 1 차년도(2000. 3. 1～2001. 1. 31): $250,000 USD

      - 2 차년도(2001. 2. 1～2002. 1. 31): $400,000 USD

      - 3 차년도(2002. 2. 1～2003. 1. 31): $350,000 USD

 라. 공동연구 추진배경  경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수행 인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개발’ 과제는 사용후핵연료를 환원반응에 의해 속으로 환시

켜 그 리 부피를 1/4로 감용시키고, 이 과정에서 고방열성 핵종인 세슘, 스

트론튬과 같은 알칼리  알칼리토 속 원소들을 선택 으로 제거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장 리상의 효율성과 안 성을 배가시키는 한국 고

유형 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 이다.

  재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원자력 기술 선진

국인 미국(ANL)과 일본(CRIEPI  도시바 연구소), 러시아(RIAR) 등이 있

으며, 특히 러시아는 건식처리공정인 DDP 공정(Dimitrovgrad Dry Process)

의 hot test를 성공 으로 완료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본 연구과제에서의 우라늄을 주성분으로 한 모의 사용후핵연

료 비방사성 반응성 시험을 통하여 리튬환원 공정에서의 속 환에 한 

반응 조건과 장치 구성상의 know-how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우라늄을 주성분으로 한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비방사성 반응성 실험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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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확보한 반응조건과 장치구성은 실제의 사용후핵연료 의 루토늄과 

련한 반응조건으로도 합할 것인가 하는 단은 이와 련한 열역학 기

자료의 부재로 이론 인 측도 어려운 상태이다. 지 까지 문헌 는 정보

교환을 통해 알려진 미국과 일본의 시험결과에서 루토늄 산화물의 리튬 

환원반응에 한 한계조건(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리튬의 농도범 )

의 차이 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의 열역학  해석을 통해 우리의 루토늄

이 배제된 비상사성 시험결과를 이론 으로 보완하기 하여 다각 인 노력

을 하 으나 루토늄 화합물에 한 열역학 기 자료(비열의 온도 함수

계, 합 의 상 이온도와 잠열 등)의 부재로 그 보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결론짓고 실제의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한 방사성 시험을 국제 공동연구

를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비방사성 시험결과 자료의 보완과 함께 부

수 으로 본 과제의 제 2, 3 단계 연구과정에서 독자 으로 추진 정인 

IMEF 비핫셀 개조와 공정 hot test 시행에 비한 실질 인 자료축 과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국제 공동연구 추진 상기 의 요건으로는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용융염 

처리 경험과 련 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기 으로서 방사성 시험을 한 

핫셀과 사용후핵연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 기 을 물색한 끝에 러시아의 

RIAR 연구소를 상기 으로 선정하 다.

  1998년 5월 RIAR 연구소와 공동연구 추진 의를 착수하 으며, 공동연구 

추진 일정  세부 연구내용에 한 의견 조율을 거쳐 1999년 2월 본 공동

연구를 ISTC Partner Program으로 추진하자는 러시아 RIAR 측의 공식서한

을 수하 고, 양 기 의 의에 의해 Proposal Package를 작성하여 러시아 

원자력부(MINATOM)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1999년 12월 17일 ISTC 사무

국에 제출하 으며, 2000년 2월 4일 ISTC 상임이사국(미국, 일본, EU  러

시아)의 승인을 받아 2000년 3월 1일 KAERI-RIAR-ISTC 간의 공동연구 

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에 착수하 다.

 마. 공동연구의 상

    공동연구의 상은 다음의 실험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 다.

    ◦KAERI에 의해 제시된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의 한 단계인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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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용융염 욕에서 용융리튬 속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반

응에 한 방사성 시험

    ◦사용후핵연료 속 환 잉고트에 존재하는 원소 분포 해석  공기 

분 기에서의 잉고트 재산화 시험

 바. 계약서 주요내용

    ◦공동연구비 지원방법  액

      - 3 단계에 걸쳐 총 지원 액을 1백만불로 하며 1 차년도에 25만불, 2 

차년도에 40만불, 3 차년도에 35만불을 각 단계별 시작 시 에 지불

      - KAERI-RIAR-ISTC 3자간 약을 기 으로 KAERI와 ISTC 사무

국간에 별도의 지불 련 MOA를 체결하며, 본 MOA에 입각하

여 KAERI가 ISTC 사무국으로 송

      - ISTC는 KAERI가 송 한 연구비를 리하며, KAERI의 승인하에 

분기별로 RIAR에 연구비를 지불함

    ◦기술지원  연구원 견 련사항

      - RIAR 측의 이해를 도모하기 하여 KAERI에서 기 설정한 ‘사용후

핵연료 차세 리 공정’ 개념과 목표를 사  소개

      - 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하게 될 hot test의 착수시 을 단축하기 하

여  KAERI 측에서 기 수행한 비방사성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한 장

치구성과 운 방법을 사  소개하고 이를 보완하여 RIAR 측에서 

hot test를 한 비에 임함

      - RIAR 측의 hot test 비과정과 hot test 시행 시, 그 핵심기간 동

안 KAERI 연구진이 자비로 견/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단 KAERI 

연구진의 RIAR 지 연구참여에 있어서 시설의 직 운 은 배제함

    ◦지 소유권 련사항

      - 본 공동연구 결과 발생하는 특허를 포함하는 모든 지 재산권은 

KAERI와 RIAR 양 기 이 동등하게 공동소유

      - 본 공동연구를 통하여 획득된 비공개 사항으로 묶지 않은 fore- 

ground results를 ISTC 회원국들은 비상업  목 으로 무상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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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보장 련사항

      - KAERI에 보고된 foreground results의 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함

으로써 KAERI가 이의 상업화를 도모할 때 향을  수 있는 어떠

한 행 도 RIAR는 하지 않을 것을 보증

      - 양측은 본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과 련하여 상호 교환된 발명 

정보와 사업상의 정보에 해서 공개가 허용된 사항이거나 합법

인 차에 의해 공개가 가능한 것 외에는 비 을 유지해야 할 의무

가 있음

    ◦기술의 이용  허가(Licenses) 련사항

      - RIAR는 공동연구 결과물인 foreground results의 활용  상업화에 

향을  수 있는 러시아 국내법이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KAERI  ISTC 사무국에 통보해야 함

      - 본 공동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foreground results를 한국 내에서 상

업화 할 경우에는 royalty를 지불하지 않음

    ◦논쟁과 재 련사항

      - 공동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지불 계, 약서의 규정해석, 약

서의 개정요청 등에 한 RIAR 측의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한 

사항을 서면으로 KAERI와 ISTC 사무국에 신청

      - KAERI와 ISTC 사무국은 RIAR 측의 서면 이의신청에 한 공동답

변서를 비하고 수한 날로부터 4 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결과를 

회신함

      - 본 회신에 한 RIAR 측의 재 이의가 있는 경우, KAERI와 ISTC

의 공동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 주 이내에 RIAR는 ISTC 

사무장을 통하여 ISTC 이사회에 서면으로 최종 항소할 수 있음

    ◦책임의 한계성 련사항

      - KAERI와 ISTC는 본 공동연구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종류

의 물질  손실,  손해, 인  상해에 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음

      - KAERI와 ISTC는 다음 사항들에 한 책임을 RIAR나 제 3 자에게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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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발명의 기 사항으로 묶여있지 않은 내용들의 출 이나 공개

        ii) 제 3 자 보고서 내용의 응용

        iii) 공동연구 수행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물들의 취 과 이용

    ◦회계감사와 진도 검 련사항

      - RIAR는 분기별 진도보고서를 KAERI와 ISTC에 제출

      - RIAR는 work plan 상의 연구수행결과를 분기별로 KAERI에 제출

      - 본 공동연구 수행 련 활동상황에 한 장실사를 실시일로부터  

20일 에 ISTC가 RIAR 측에 통보하면 RIAR는 이를 수용

      - RIAR는 분기별 회계서류를 ISTC에 제출하여 집행결과에 한 회

계감사에 임하며 차분기 산집행 계획에 한 승인도 동시에 득함

    ◦공동연구 계약기간 련사항

      - 본 공동연구는 3 단계 3 차년도로 연구수행

        1) 1 단계 1 차년도: 11 개월(2000년 3월 1일～2001년 1월 31일)

        2) 2 단계 2 차년도: 12 개월(2001년 2월 1일～2002년 1월 31일)

        3) 3 단계 3 차년도: 12 개월(2002년 2월 1일～2003년 1월 31일)

    ◦공동연구 정지  종료 련사항

      - ISTC의 진도 검과 회계감사 과정에서 문제 이 발견되면 ISTC는 

KAERI와 의논하여 공동연구 진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해결책을 강구토록 RIAR 측에 통보하고 의(약 40일간)하며 동기

간 내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공동연구를 종료시킴과 동시

에 RIAR는 회계장부와 보고서를 작성/제출

      - KAERI와 ISTC가 공동연구 약내용 의무를 수하지 않을 때에는 

RIAR 측이 ISTC 사무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공동연구 진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0일 내에 그 해결책이 없을 때에

는 RIAR는 회계장부와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동연구를 종료

      - KAERI가 제 2, 3 단계 연구를 지원하기 한 산을 확보하지 못

했을 때, KAERI는 제 1 단계 연구로서 본 공동연구를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KAERI 측에는 없음

    ◦사용언어 련사항

      - 모든 보고서는 어와 러시아어 두 종류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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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련사항

      - ISTC 설립 국제규약에 의거 ISTC Partner Program 국제공동연구

와 련한 세 은 액 면세

      - ISTC 행정지원비로서 ISTC Partner Program 국제공동연구 소요경

비의 최소 5%까지 지불하게 되어 있으나 본 경비지원은 총 요구

액 1백만불 내에 포함하는 조건임

 사. 공동연구 내용

  KAERI에 의해 제시된 공정개념에 입각한 연구 업무범 는 다음과 같다.

  ◦KAERI의 비방사성 비 실험결과로부터 설정한 속 환 장치의 설계

와 핫셀 내부에서의 원격조업  유지보수 방법 등에 한 RIAR 측 

문가들의 검토  제안

  ◦RIAR 보유 핫셀의 크기  사용후핵연료 취  조건 등을 감안한 방사

성 시험용 속 환 장치  부속 시스템들의 구성을 한 수정 보완 

 상세설계

  ◦ 속 환장치  부속품들의 제작, 핫셀 외부에 simulator 비 조립  

성능시험, 핫셀 운 에 비한 운 자의 훈련과 운 상의 문제  보완

  ◦방사성 시험용 실제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비(RIAR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료 에서 선택)

    - 기농축도: U-235 2.5～3%

    - 연소도: 30,000 MWD/MTU

    - 냉각기간: 5년 이상

    - 비량: 25 kg/5 batch

  ◦Simulator의 해체  핫셀 내 재설치, 그리고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

한 방사성 시험의 반응 생성물의 분석

  ◦ 속 환 잉고트의 합  특성 조사  공기  산화시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제거, 장

  상기한 공동연구 내용은 35 개월 동안 3 단계에 걸쳐 수행하며 각 단계별 

수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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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단계(2000. 3. 1～2001. 1. 31)

    -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개발’의 내용 설명

    - 사용후핵연료 속 환 방사성 시험 용핫셀(K-16 & K-09) 설명

    - 사용후핵연료 속 환 주장치  부속장치 개념 설명(KAERI)

    - RIAR 용핫셀(K-16 & K-09)을 기 으로 한 장치구성 방안 설정

    - Simulator 장치제작용 상세 설계도서 작성(RIAR)

    - Hot test 장치 설치를 한 K-16 핫셀 개조용 상세 설계도서 작성

    - Hot test용 사용후핵연료 선정  특성분석(RIAR)

    - 사용후핵연료의 산화시험  산화분말의 비 특성분석(RIAR)

  ◦제 2 단계(2001. 2. 1～2002. 1. 31)

    - Simulator 구성 부속장치 제작  simulator 설치(RIAR)

    - Simulator 운   결과분석(RIAR & KAERI)

    - Hot test 비 운  방법/ 차 평가  장치개선(RIAR & KAERI)

    - Hot test용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 시료(25 kg) 비(RIAR)

    - K-16 핫셀 개조

    - K-16 핫셀 내 hot test용 장치 설치를 한 상세설계

    - K-16 핫셀 내 hot test용 장치 설치/구성(RIAR)

  ◦제 3 단계(2002. 2. 1～2003. 1. 31)

    - Hot test(5 회)  결과 평가(RIAR & KAERI)

    - 용융염 증발 응축물 분석(RIAR)

    -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흡착물 분석(RIAR)

    - 속 환 잉고트 조성  합 구조 분석(RIAR)

    - 속 환 잉고트 물성 분석(RIAR)

    - 속 환 잉고트 공기  산화시험(RIAR)

2. 속 환 장치(simulator) 제작/설치  비방사성 실험

  1 차년도(2000년 3월 1일～2001년 1월 31일)의 연구에서는 hot test용 실험

장치의 설계와 본 실험장치의 설치  hot test 운 에 문제가 없도록 핫셀 

K-16의 보완사항을 으로 검하고 보완계획을 완성하 으며,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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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년도에는 최종년도인 3 차년도 연구(2002년 2월 1일～2003년 1월 31일)

의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속 환 반응성 검증시험을 한 실험장치

의 K-16 핫셀 내 설치 이 에 핫셀 외부에서의 1 차년도 설계자료에 입각한 

simulator 제작/설치와 이의 원격 운  신뢰도 평가  당 에 목표로 한 

속 환율 성취 운 조건 도출을 목표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Simulator 제작/설치/운 /평가와 련한 연구수행 내용으로는 속 환 

반응도가니  교반기, 그리고 용융염으로부터 고체 입자를 분리하기 한 

원심분리기 등 약 21 품목에 걸친 장치  부품제작과 이의 조립, 그리고 이

들을 폭 3 m, 길이 7 m, 높이 4 m의 모형 핫셀에 설치하여 1 조의 매니퓰

이터와 작업자 근 방식으로 비운 과 장치 성능평가  운 조건 도

출을 하여 우라늄 산화분말(U3O8)을 이용하여 비방사성 시험을 수행하

다.

  Simulator에서의 비방사성 운  시험 상 화학반응 계는 실험 양을 최소

화하기 하여 다음의 5 종으로 고정하 다.

  i) 5 kg-U/0.93 kg-Li/6.7 kg-LiCl

  ii) 5 kg-U/0.93 kg-Li/9.5 kg-LiCl

  iii) 4 kg-U/0.75 kg-Li/15.4 kg-LiCl

  iv) 2.5 kg-U/0.465 kg-Li/15.9 kg-LiCl

  v) 1.5 kg-U/0.28 kg-Li/16.2 kg-LiCl

  상기한 반응은 모두 650 ℃의 고정 온도 조건에서 시행되며 산화 우라늄

의 속 환율이 96% 이상을 나타내는 운 조건을 도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서 i)번 화학반응 계는 KAERI의 실험에서 도출한 750 ℃에서의 LiCl 용융염 

내 Li2O 용해도 20 wt%를 근간으로 설정된 LiCl 최  소모 조성계이며 v)

번 화학반응 계는 미국 ANL에서 루토늄의 재산화 가역반응에 한 650 

℃에서의 LiCl 용융염 내 Li2O의 보수 인 농도 한계치 3.3 wt%를 근간으로 

설정된 LiCl 최  소모 조성계이다. iii)번 화학반응 계는 미국의 ANL에서 

발표한 Li2O 농도 한계성이 루토늄 속 환율에 무 함을 발표한 일본 

력 앙연구소의 650 ℃에서의 LiCl 용융염 내 Li2O 용해도 8.7 wt%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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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설정된 조성계이다.

  Hot test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속 환율이 96% 이상이 될 수 있는 반응 

조건을 설정하기 한 simulator의 운 을 2002년 3월까지 12회 수행하 다.

 가. Simulator 제작  설치

    우라늄 산화분말의 비방사성 속 환 실험장치, simulator는 RIAR 연

구소의 Building 114 내의 실험실에 Fig. 5.1의 배치도와 같이 설치되었다. 

실험실에는 2 개의 찰 창을 가진 약 3 mL × 7 mW × 4 mH 크기의 모형 

핫셀이 있으며, 이 셀 내의 높이 1 m 정도 되는 곳에 두께 10 mm의 스테인

스 강 을 바닥으로 하여 속 환장치를 설치하 다. 실험에 필요한 아르

곤 가스  공기, 원 등의 공 은 셀 외부에서 배 을 통하여 공 될 수 

있도록 하 으며, 실험장치의 원격조작을 한 1 세트의 매니퓰 이터가 설

치되어 있다. 속 환장치는 주 반응기, 반응기 보조탱크, 리튬 공 탱크, 

용융염 회수장치, 응축기, 배기체 흡수시스템, 가열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콘덴서  배기체 흡수시스템은 Fig. 5.2에 나타내었다.

  실험장치의 주요 재질은 스테인 스강이며, 용융염과 하는 부 의 재

질은 탄탈륨으로 제작되었다. 속 환 실험장치는 제작되어 각 부품들의 검

사를 마치고 RIAR 연구소의 Building 114 실험실 내에 설치되었다. 특히 본 

simulator는 핫셀 내 원격 운 에 합하도록 특히 각 부품들의 연결 부분과 

조립 부품 등은 매니퓰 이터에 의한 탈착 작업이 용이하게 고안 제작되었

다.

  리튬 공 탱크는 반응기 본체와 분리될 수 있으며, 별도의 가열로가 설치

되어 탱크 내의 리튬을 용융하여 반응기로 공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리

튬 속은 별도의 아르곤 분 기 로 박스 안에서 리튬 공 탱크 내로 주

입되어지며, 리튬 주입 후 리튬 공 탱크를 폐시켜 로 박스에서 반응 

셀 내로 이동시켜 속 환장치에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반응물의 교반은 반응기 내부에  모양의 회 축에 4 날개의 3 단 교반

기를 이용하여 교반하도록 설치되었으며, 반응물이 회 축 을 통하여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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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Glove boxes; 3. Fume hood; 4. Glove box for Li preparation; 5. Hot 

cell mockup; 6. Process gas panel; 7. Cabinet for Ar container; 8-13. 

Instrumentation panel; 14-15. Control cabinets; 16-17. Fire extinguisher; 

18. Box filled with graphite powder; 19. Containers filled with graphite 

powder; 20. Reactor.

Fig. 5.1. Layout of Building 114 Laboratory for the inactive test

             of simulator.



- 541 -

Ar+H2O

H2OAr

Air

Ventilation

12

3
4

56

7

8

From Reactor

1. Condenser; 2. Condensate trap; 3. Vessel for condensate; 4. Filter; 5. 

Absorber; 6. Flowmeter; 7-8. Stop valve.

Fig. 5.2. Diagram of the gas flow removal system.

와 외부로 계속 순환되도록 설계되었다. 한편, 교반기 회 축  내부에는 

원심분리기가 삽입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반응이 끝난 후 이 원심분리기

에 의해 환된 우라늄 속 분말을 다음 단계의 속 환 잉고트의 조직 

 산화속도 측정 실험을 하여 회수한다.

  교반기와 원심분리기는 반응기 상부에 설치된 별도의 모터에 의해 각각 

구동되며, 최  회 속도는 1,000 rpm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계  회 에 의

한 교반 방식 신 반응기 바닥면까지 스테인 스 을 삽입하고 이 을 

통하여 아르곤 가스를 주입함으로써 argon-bubbling에 의한 용융염 혼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치도 구비되었다. 이 때의 아르곤 가스의 주입은 혼합 효

과를 과 동시에 반응기 내의 불활성 분 기를 유지하기 해서도 필요한 

것으로써, 유량을 50～100 L/hr로 한다.

  반응기 가열로는 유지 보수가 원활하도록 내열강 (ХН70ю: Cr-Ni70%-Al)

을 원통형으로 제작한 것이 사용되었으며, 이 재질은 공기 분 기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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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까지 장기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Simulator의 운   평가

     1 차 실험 조건으로 기 반응물의 조성을 5 kg-U3O8/0.93 kg-Li/9.5 

kg-LiCl, 반응온도를 650 ℃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유량 80 L/hr의 아

르곤 가스를 반응기 내로 계속 공 하면서 반응기를 가열하고, 반응기의 온

도가 200 ℃에 도달하 을 때 우라늄 산화분말과 염화리튬 시료를 반응기 

내에 주입하 다. 이후 650 ℃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가열하고 반응기의 온

도가 650 ℃에서 안정화되면 리튬을 주입한다. 200 ℃에서 우라늄 산화분말

과 염화리튬을 주입하는 이유는 가열 과정에서 이 시료들에 함유되어 있을 

수분을 제거하기 함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염화리튬의 수분 함유량은 

0.5%로서, 의도한 바와 같이 가열 과정에서 염화리튬에 함유되었던 수분은 

모두 증발한 것으로 보이나, 증발된 수분이 응축기  배기체 흡수시스템에 

포집되어 배기가스의 성분 분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리튬은 ø200 × 500 mm 크기의 잉고트를 사용하 는데, 우선 ø200 × 20 

mm 정도로 단한 리튬 잉고트를 로 박스 내에서 벤졸로 세척한 후, 작

은 조각으로 나 어 리튬 공 탱크에 넣은 다음 산화를 방지하기 하여 잘 

폐시킨다. 폐된 리튬 공 탱크는 로 박스에서 반응기가 치한 반응

셀 내로 이동되며, 반응시작  반응기 본체와 리튬 공 탱크를 결합시키고 

가열하여 리튬 속을 용융한 후, 아르곤 가스를 리튬 공 탱크에 불어넣어 

압력에 의해 용융된 액체 리튬이 반응기 내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

다. 리튬 속의 주입 후 온도를 계속 650 ℃로 유지하며 반응을 시켰으며, 

반응시작 후 10 시간, 11 시간이 되었을 때 환율 분석을 한 시료채취를 

하 다. 시료는 감압에 의한 시료 흡입 방식으로서, 단이 용이하도록 20 

mm 길이 간격으로 단유도선을 낸 직경 6 mm의 지르칼로이 튜 를 반응

기에 삽입하고 진공을 걸어 시료가 빨려 나오게 하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 비 실험결과에 의하면 튜  내에 약 50 cm의 시료가 채취된다고 하

으나, 본 실험에서는 약 10 cm 정도의 시료만 채취되었다. 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채취된 시료는 반응기 내의 시료를 잘 표할 수 있다고 보기 어

렵기 때문에 시료 채취 방법에 하여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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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의 방사성 실험에서는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시료 채취를 하기로 하

으며, 한 한 번의 실험에서 다  시료 채취가 시간  별로 가능하도록 하

다.

  채취된 시료 튜 는 잘 폐하여 아르곤 분 기의  다른 로 박스로 

이동시킨 후, 작은 크기로 단하여 튜  내의 시료들을 분리해 낸다. 분리

된 시료를 아세톤에 용해시켜 용융염은 녹여내고, 우라늄 속  산화물 분

말들은 건조시킨 후 무게를 측정한다. 미세한 크기의 우라늄 속 분말은 

기 에서 발화에 의한 분말 비산과 이로 인한 오차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로 박스 내에서 수증기에 의하여 약 5%의 무게 증가가 있을 때까

지 비 산화시킨다. 이와 같이 처리된 시료 분말은 기 에서 취 하여도 

공기에 의한 산화의 염려가 없으므로, 로 박스에서 꺼내어 분석실로 이동

하여 TGA 측정을 하고 무게 증가량으로부터 속 환율을 계산한다.

  1 차 실험에서 반응시간 10 시간, 11 시간에서 각각 채취한 샘 을 분석한 

결과, 우라늄 산화분말의 속 환율은 79%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환율

이 조한 이유는 반응 시 반응물들의 혼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반응온도가 비교  낮은 650 ℃라는 것을 들 수 있다. 반응 시 반응물들은 

용융 상태의 리튬, 염화리튬, 그리고 우라늄 산화분말, 즉 액-액-고 3 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르곤 가스의 주입에 의한 부유 방식으로는 이들의 혼합

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반응 환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 은 반응물의 교반 방식을 당  의도 로 블 이드 형 교

반기를 사용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2 차 실험부터는 이

의 용을 시도하 다.

  응축기  배기체 흡수 시스템에 하여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염화

리튬에 함유되었던 수분이 증발되어 응축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반응시작 에 염화리튬

이 가열되어 수분이 증발될 때, 증발된 수분이 응축기를 거치지 않고 반응기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출 을 반응기 상부에 설치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1 차 실험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응물 조성조건  온도 그리고 운 방식

을 1 차 실험과 동일하게 하고 단지 교반 방식만을 argon-bubbling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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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 날개의 3 단 교반기의 250 rpm 회 속도로 바꾼 2 차 실험에서 운 시

간 10 시간에서의 속 환율은 81.4%로 나타났다.

  기 반응물 조성조건을 5 kg-U3O8/0.93 kg-Li/6.7 kg-LiCl로 한 3 차 실

험에서는 스테인 스 반응도가니의 200 ℃의 용융 리튬 속 주입에 따른 열

충격으로 거미  모양의 실 이 생겼고 이를 통하여 용융염의 출 상이 

발생되어 실험의 단을 래하 다. 이러한 문제 발생의 해결책으로서, 주

입시키고자 하는 용융 리튬 속의 온도를 300 ℃로 승온시킨 후 리튬의 주

입구를 가능하면 반응도가니의 심으로 향하게 하여 반응 도가니 벽에 미

치는 열충격을 최소화 하고자 시도하 으며 4 차 실험부터 이를 용하 다.

  650 ℃의 반응온도에서 다양한 U3O8/Li/LiCl 반응물 기 조성으로 총 12 

차례 실험을 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5.1에 요약하 다. 이로부터 최종

으로 우라늄의 속 환율이 최  98%까지 달성될 수 있는 운 조건  방

법, 그리고 반응시간 등이 설정되었으며 이를 Table 5.2에 나타내었다.

  1 차 실험에서부터 7 차 실험까지의 결과에서 나타난 조한 우라늄 속 

환율의 값들은 최종 으로 표성이 결핍된 시료들이 채취되고 분석된 결

과임이 밝 졌다. 이러한 문제는 반응기 내에서 도 차가 큰 비균질 이상

(two phase system)간의 침강(sedimentation) 특성에 기인한 시료 채취상의 

문제 으로 최종 결론짓고 이의 해결 방안으로 다음의 3 가지 개선책을 

용하 다.

  i) 원심분리 시료 채취기의 끝단 치를 반응물 간 치에서 반응기 바

닥 근  부 까지 변경.

  ii) 원심분리 시료 채취기를 가동하는 동안 교반기도 동시 가동.

  iii) 교반기 날개 치를 반응기 바닥 근  부 까지 치 이동.

  이상의 개선 사항을 용시킨 결과, 8 차 실험 이후부터는 항상 우라늄의 

속 환율이 96% 이상의 안정 인 결과를 나타냈다.

  년도의 simulator 비방사성 운  과정에서 문제 으로 나타난 반응물 특

히 염화리튬과 산화 우라늄 분말에 함유되었던 수분의 증발과 이들의 응축

기  배기체 흡수탑 내 재응축 포집 상을 제거하기 하여 응축기의 용

량을 약 2 배 가량 확장하는 외에 환원제인 용융 리튬 속을 반응기 내로 

주입하기 에 1 차 으로 증발, 응축된 수분을 응축기의 바닥에서 배출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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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Summary of Inactive Test Results

Run No. Chemical system Operating condition Reduction yield

1
 9.50 kg-LiCl/0.93 kg-Li/

 5.90 kg-U3O8

 - Li loading temp. : 200 ℃

 - Operating temp. : 650 ℃

 - Operation time : 10 h

81.4%

2
 6.70 kg-LiCl/0.93 kg-Li/

 5.90 kg U3O8

 - Li loading temp. : 200 ℃

 - Operating temp. : 650 ℃

 - Failure of crucible

-

3
 6.70 kg-LiCl/0.93 kg-Li/

 5.90 kg-U3O8

 - Li loading temp. : 320 ℃

 - Operating temp. : 650 ℃

 - Operation time : 10 h

62.5%

4
 15.5 kg-LiCl/0.75 kg-Li/

 4.72 kg U3O8

 - Li loading temp. : 320 ℃

 - Operating temp. : 650 ℃

 - Operation time : 12 h

53.5%

5

 15.9 kg-LiCl/0.75 kg-Li/

 2.95 kg-U3O8/9.16 g-SrO/

 15.53 g-ZrO2/77.56 g-Nd2O3/

 16.97 g-PdO/20.04 g-CsI

 - Li loading temp. : 320 ℃

 - Operating temp. : 650 ℃

 - Operation time : 14 h

55.6%

6

 16.2 kg-LiCl/0.75 kg-Li/

 1.77 kg-U3O8/5.50 g-SrO/

 9.32 g-ZrO2/46.54 g-Nd2O3/

 10.18 g-PdO/12.02 g-CsI

 - Li loading temp. : 320 ℃

 - Operating temp. : 650 ℃

 - Operation time : 18 h

 - Failure of agitator

62.0%

7

 16.2 kg-LiCl/0.75 kg-Li/

 1.77 kg-U3O8/5.50 g-SrO/

 9.32 g-ZrO2/46.54 g-Nd2O3/

 10.18 g-PdO/12.02 g-CsI

 - Li loading temp. : 320 ℃

 - Operating temp. : 650 ℃

 - Operation time : 48 h

86.0%

8

 12.0 kg-LiCl/0.93 kg-Li/

 3.55 kg-U3O8/5.50 g-SrO/

 9.32 g-ZrO2/46.54 g-Nd2O3/

 10.18 g-PdO/12.02 g-CsI

 - Li loading temp. : 320 ℃

 - Operating temp. : 650 ℃

 - Operation time : 48 h

75.0% at  6 h

96.0% at 12 h

96.5% at 36 h

96.2% at 48 h

9
 12.0 kg-LiCl/0.6 kg-Li/

 3.55 kg-U3O8

 - Li loading temp. : 320 ℃

 - Operating temp. : 650 ℃

 - Operation time : 24 h

93.0% at  3 h

96.0% at  6 h

97.0% at 12 h

98.0% at 24 h

10
 12.0 kg-LiCl/0.63 kg-Li/

 3.5 kg-U3O8

 - Li loading temp. : 320 ℃

 - Operating temp. : 650 ℃

 - Operation time : 24 h

96.0%

11
 12.0 kg-LiCl/0.63 kg-Li/

 3.5 kg-U3O8

 - Li loading temp. : 320 ℃

 - Operating temp. : 650 ℃

 - Operation time : 24 h

96.0%

12
 12.0 kg-LiCl/0.63 kg-Li/

 3.5 kg-U3O8

 - Li loading temp. : 320 ℃

 - Operating temp. : 650 ℃

 - Operation time : 24 h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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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Optimum Reduction Conditions of Uranium Oxide by Lithium

 Loading

 U3O8 : 3.5 kg

 LiCl : 12 kg

 Li : 0.63 kg

 Process procedure

 1. Heating of the reduction reactor to 200 ℃

 2. Loading of 6 kg of LiCl

 3. Loading of U3O8

 4. Heating up to 650 ℃

 5. Cooling with continuous agitation for 12 hours

 6. Lithium loading

 7. 24 hour agitation

 Rotation frequency

 of the agitator
 200 ～ 250 rev/min

 Heating-up rate of the

 reduction reactor
 up to 150 ℃/h

 Temperature of lithium

 at loading
 240 ～ 280 ℃

수 있는 장치 개선을 시행함으로써 응축기  기체 흡착탑에서의 물질수지 

확보에 이상이 없도록 하 다.

  한 200 ℃를 유지하는 환원제인 용융 리튬 속의 650 ℃를 유지하는 

환원 반응기 내부로의 주입에 있어서 열충격에 의한 반응기의 손을 방지

하기 하여 주입하는 용융 리튬 속의 온도를 300 ℃ 이상으로 하고 반응

기 내부로의 주입 치를 반응기 기벽에서 최장의 거리와 등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반응기 심 부분으로 낙하시키는 용융 리튬 속의 흐름 유도로

를 설치하 다.

  보완 실험 과정에서 반응기 재료의 내부식성을 조사하기 하여 스테인

스강, 니 , 그리고 탄탈륨 재질로 제작된 반응기들을 이용하여 시험한 결과 

니 과 탄탈륨 재질의 반응기는 양호한 내부식성을 나타낸 반면 스테인 스

강 재질의 반응기는 부식 상이 심하여 그 사용 수명에 문제가 있을 것으

로 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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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특성

  공동연구 최종 년도인 3 차년도(2002년 2월 1일～2003년 1월 31일)의 반

부터 착수된 hot test에 사용되었던 사용후핵연료를 사  비하고 이의 최

종 인 속 환 반응실험 원료물질 형태인 산화 분말로 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말 특성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 으로 사용후핵연료 산화실험

이 수행되었다.

  러시아 RIAR에서는 본 연구를 하여 3 종의 사용후핵연료 26.3 kg-HM

을 확보하 으며 이의 일부를 사용하여 고온 공기  산화시험을 통하여 사

용후핵연료 펠렛을 산화 분말로 환하여 분말 특성을 조사하 다. 사용후핵

연료 펠렛의 고온 공기  산화 반응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반응기 온도: 520±10 ℃

  - 반응기 압력: 90 kPa

  - 반응 시간: 4 시간

  - 공기 주입 유량: 10 L/hr

  - 반응기 내 공기 선속도: 4×10-4 m/s

  - 사용후핵연료 펠렛 주입량: 42.5×10-3 kg

  산화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사용후핵연료 산화 분말은 40μm, 63μm, 100μm 

3 종의 sieve를 이용하여 입도 분포를 측정하 다. 한 화학   방사선  

정량 분석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산화 반응 후 조성이 측정되었으며 

산화 반응 에 휘발된 트리튬  크립톤의 방출속도가 실험식으로 얻어졌

다.

 가.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비

    최종 년도의 hot test를 하여 Table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 종의 

원자로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 26.3 kg-HM을 비하여 사용하 다.

  한편 리튬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속 환 반응의 원료 물질인 사용후핵연

료 산화분말의 비과정에서 도입되는 사용후핵연료 펠렛의 고온 공기 산화

반응 후에서 발생되는 조성변화 그리고 휘발성 핵분열생성 물질들의 제거

율 등을 조사한 결과, Table 5.4의 자료를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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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 Spent Fuel for the Hot Test of ISTC Partner Project #1705p

Reactor Rod No.
Initial 

enrichment(%)

Burn-up

(MWd/kgU)

Cooling time

(year)

Mass

(kgHM)

VK-50

103 046 330 3 18 4 3.5

103 046 326 3 18 5 3.5

49 3 14 8 2.3

102 438 962D2 2.4 20 8 3

MIR 4.4 10 10 4.6

VVER-1000

0623 4.4 13 12 1.1

1591 4.4 43 8 2.4

1476 4.4 43 8 3.1

4108 4.4 46 11 1.7

106 4.4 37 15 1.1

Table 5.4. Radionuclide Composition before and after Oxidation of Spent

           Fuel

Radionuclides
Content, weight %

Before oxidation After oxidation

U-235 1.46 1.4

Pu-239 0.448 0.431

Am-241 2.84 × 10-3 2.74 × 10-3

Cm-244 4.5 × 10-4 4.4 × 10-4

Np-237 2.8 × 10-2 2.7 × 10-2

Nd-148 3.48 × 10-2 3.35 × 10-2

Sr-90 3.5 × 10-2 3.4 × 10-2

Cs-137 3.5 × 10-2 3.4 × 10-2

Cs-134 4.1 × 10-3 3.9 × 10-3

Ru-106 < 5 × 10-7 < 5 × 10-7

Eu-154 2.7 × 10-4 2.6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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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펠렛의 분말화를 한 고온 공기  산화시험 과정에서 측

정된 삼 수소  크립톤(Kr-83)의 휘발속도는 각각 다음과 같은 경험식으

로 나타내졌다.

      Nkt = 69.4 + 0.58(B-14.5) + 9.4(t-3) + 0.046(T-520)             (1)

      Nkr = 24.9 + 1.15(B-14.5) + 2.25(t-3) + 0.03(T-520)             (2)

여기에서 N은 기량 비 산화반응 시간  온도에서의 삼 수소와 크립톤

의 제거율(%)을 나타내며, B는 사용된 핵연료의 연소도(MWd/MTU), t는 고

온 공기 산화 시간(h), T는 산화 온도(℃)를 각각 나타낸다.

 나. Hot test용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비

    사용후핵연료 26.3 kg-HM을 몇 회로 나 어 520 ℃의 반응 온도와 90 

kPa 압력, 그리고 10 L/hr의 공기 유량을 유지하는 muffle furnace에서 4 시

간씩 반응시킴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산화 분말들이 비되었고 생성된 산화 

분말들은 스테인 스강 재질의 특수 용기에 담아 핫셀 내에 보 시켰다. 산

화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사용후핵연료 산화 분말들은 40μm, 63μm, 100μm 3 

종의 sieve를 이용하여 입도 분포를 측정하 으며(Table 5.5) 다른 한편으로

는 90 ℃의 8 M 질산 용액에 완 히 녹여 화학   방사선  정량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Table 5.6과 같은 사용후핵연료 산화 분말 조성을 결정지었다.

Table 5.5.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Oxidized Spent Fuel Powders

Parameter
Fraction quantity Total

<40 µm 40-63 µm 63-100 µm >100 µm

 Mass, g 67.41 7.87 1.74 2.35 79.37 g

 Weight

 fraction, %
84.93% 9.91% 2.19% 2.97% 100%



- 550 -

Table 5.6. Analytical Results of the Oxidized Spent Fuel Powders

Parameter Composition of oxidized spent fuel powder

Fuel batch, g 2.0258 %
234U, g 0.0005 2.5x10-2

235U 0.028 1.38
236U 0.063 3.1
238U 1.66 81.9

238Pu, mg 0.12
239Pu 8.72 0.43
240Pu 2.51
241Pu 0.706
242Pu 0.35

241Am, mg 0.055
243Am 0.16 8.1x10-3

242Cm, µg 0.029
244Cm 8.9

237Np, mg 0.53 2.6x10-2

148Nd, mg 0.0016 3.54x10-2

90Sr 3.4109 Bq
134Cs 3.9107 Bq
137Cs 2.2109 Bq
154Eu 5.1107 Bq

4. 사용후핵연료 속 환 hot test

  사용후핵연료 속 환 hot test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용후핵연료 산화

분말 비  이의 방사화학  성분 분석, 그리고 hot test용 장치를 핫셀 내

에 설치하고 사용  성능검사 단계를 거쳐 hot test를 시행하며 hot test 과

정에서 채취된 분석용 시료들의 처리와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Hot test에 사용될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들은 공동연구 상  기 인 러시

아 RIAR 연구소가 년도에 확보한 사용후핵연료 26.3 kg-HM을 고온 공기 

 산화 반응에 의하여 비되었으며 40μm, 63μm, 100μm 3 종의 sieve를 이

용하여 입도 분포를 측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화 분말 시료를 일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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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90 ℃의 8 M 질산 용액에 완 히 녹인 후 화학   방사선  정량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산화 분말의 조성을 최종 확인하 다.

  Simulator 장치를 해체하여 K-16 핫셀 내부에 재설치하는 작업에는 K-16 

핫셀의 제염 작업과 핫셀 부속 설비들이 일부 교체되었고, 최종 인 핫셀 내

부 cartogram 작성에 의한 설치 작업자들의 안 도를 확인하고 설치 방법을 

계획하는 작업이 선행되었다. Hot test용 장치의 조립은 작업자의 핫셀 내 

진입에 의한 수작업으로 진행되었고 실험장치 조립 완료 후에는 사용후핵연

료를 포함한 hot test용 시료의 K-16 핫셀 내 반입이 이행되기 에 part별 

blank test에 의한 장치 성능 시험과 기능성 검이 최종 으로 수행되었다.

  Blank test가 완료된 후 나사  속 부  풀림 상을 검하고 핫셀 후

면에 치하는 이송용 컨베이어 벨트 라인을 이용하여 hot test용 시료를 원

격 조작으로 반입시킨 후 campaign schedule에 따라 hot test를 수행하 다.

 가. K-16 핫셀의 제염  hot test 실험장치의 설치

    Hot Test용 장치를 핫셀 내에 설치하고 사용  성능검사 단계를 거쳐 

hot test를 시행함에 있어, K-16 핫셀의 제염 작업과 핫셀 부속 설비들의 교

체 작업이 선행되었고 핫셀 내부 cartogram 작성에 의한 설치 작업자들의 

안 도가 확인된 다음 핫셀 부속 설비들의 교체 작업과 simulator의 해체/이

 작업을 이행하는 차를 밟는다.

  Fig. 5.3은 70 회에 걸친 K-16 핫셀 내부 제염 작업이 이룩된 2002년 4월 

30일에 측정된 hot test 장치들이 안치될 공간에서의 방사선  cartogram

이며 최종 으로는 2002년 7월 30일에 K-16 핫셀 바닥의 방사선 가 20 

μR/s를 나타냄으로써 작업자의 핫셀 내 진입에 의한 크 인 동력선 교체, 호

이스트 교체, bed plate 교체  반응기 안치용 pit 신규 설치 작업이 차례

로 진행되었고 최종 으로 simulator의 해체/이  작업에 의한 hot test 실험 

장치가 구비되었다.

  K-16 핫셀 내부에 hot test용 실험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part별 

blank test에 의한 기능과 성능 검이 최종 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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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Cartogram of the exposure dose rate in shielded cell K-16(top)

        after 70 cycles of decontamination of the surfaces and equipment.

  (1) Melter

    - Setting a mold(Y2O3) inside a protection cylinder(Al2O3).

    - Packing KCl-NaCl mixture into alumina cylinder.

    - Setting alumina cylinder inside a melting furnace.

    - Heating until 650 ℃ and melting salt mixture at Ar environment.

    - Dipping the tip of centrifugal sampler into molten KCl-NaCl salt.

    - Draining out the reduced solid particle and molten LiCl salt from

      centrifugal sampling tube.

    - Heating until 1,400 
oC of furnace(mold temp.: 1,300～1,350 oC )

    - Cooling until 35 
oC.

    - Delivering the alumina cylinder from the melting furnace.

    - Dissolving the frozen salt by distilled water at room temperature

      and Ar environment.

    - Checking each part and evaluating it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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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ults: temperature overshoot until 1,500 oC and failure of coating

      material.

    - Treatment: temperature control below than 1,450 oC and refilling

      ceramic binder between firebricks to prevent air-inflow.

  (2) Reduction reactor

   (가) Performance test of furnace(7 V AC, 11 kW)

    

400

600

850

oC

2h 4h 6h 8h 10h 14h

   (나) Performance test of agitator

     - Stepwise/frequency modulus AC motor

     - 2:1 gear box

     - Test time: 24 hrs at motor speed of 400～500 rpm

     - Result: Acceptable

   (다) Performance test of centrifugal sampler

     - Stepwise/frequency modulus AC motor

     - Directly coupling of cylinder with motor shaft

     - Test time: 6 hrs at motor speed of 1,000 rpm

     - Result: Acceptable

   (라) Checking of emergency system

     - Electric supply system

     - Compressed air supply system

     - Argon suppl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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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cuum system

     - Result: Acceptable

   (마) Leaking test at 0.5 kg/cm
2 as gauge pressure

     - Result : Acceptable

  Blank test의 결과로서 잉고트 제조용 melter의 내화 벽돌 라이닝에 공기 

유입이 우려되는 틈이 발견되었고 세라믹 코 재를 이용하여 보수한 후 사

용후핵연료 산화 분말을 포함한 반응물들을 핫셀 내에 반입시켜 hot test를 

일정에 따라 추진하 다.

 나. 속 환 실험장치

     K-16은 RIAR 연구소 Building 120 내에 있는 2.5 mL × 1.8 mW × 

7.4 mH 크기의 4 층 구조의 핫셀로서, 1 층(top)과 3 층(bottom)의 공간에 

면 차폐창이 설치되어 원격조작에 의한 방사성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셀

이며, 2 층과 4 층의 공간은 intercell과 subcell로서 작업 셀의 유지보수를 

해 설치된 공간이다. 당  계획은 K-16의 top cell에 속 환장치를 설치

하고, bottom cell에 환원된 속분말을 용융하여 속 잉고트를 제조하기 

한 용융로를 설치하기로 하 으나,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되어 속

환장치와 용융로를 모두 K-16의 top cell에 설치하게 되었다. K-16 핫셀 

내의 장치  기기 배치 도면을 Fig. 5.4에 나타내었다. 속 환장치는 

K-16 top cell 내의 높이 1 m 정도 되는 곳에 두께 10 mm의 스테인 스 강

을 base plate로 하여 설치되었으며, 실험에 필요한 아르곤 가스  압축 

공기, 원 등의 공 은 셀 외부에서 배 을 통하여 공 될 수 있도록 하

고, 실험장치의 원격조작을 한 2 세트의 매니퓰 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한 무거운 물체의 이송  운반에 사용하기 한 in-cell crane  hoist가 

설치되어 있고, 핫셀 뒤쪽으로 개구부가 있어 Building 120 건물 내의 모든 

핫셀들이 콘베이어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이 곳을 통하여 핫셀 작업에 필

요한 모든 물품들을 각 cell로 이동시킬 수가 있다. 운 실은 2.5 mL × 4.5 

mW의 크기이며, 속 환장치를 조작하기 한 control panel  utility 공

을 한 장치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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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Layout of equipments in K-16 cell.

  속 환장치는 주 반응기, 보호탱크, 리튬 공 탱크, 콘덴서, 배기체 흡수

시스템, 가열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장치의 체 인 도면을 Fig. 5.5

에 나타내었다. 실험장치의 주요 재질은 스테인 스강이지만 용융염과 

하는 주 반응기(Fig. 5.6)  교반기의 재질은 니 로 제작하 으며, 각 부품

들의 연결 부분과 조립 부품 등은 매니퓰 이터의 원격조작에 의한 유지 보

수가 용이하게 고안되어 제작되었다.

  리튬 공 탱크는 반응기 본체와 분리될 수 있으며, 별도의 가열로가 설치

되어 탱크 내의 리튬을 용융하여 반응기로 공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리

튬 속은 별도의 로 박스 안에서 계량되어 리튬 공 탱크 내에 주입되

며, 리튬을 주입한 후 리튬 공 탱크를 폐시켜 핫셀 내로 이동시켜 속

환장치에 장착시키게 된다. 반응기 앙에는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draft 

tube type의 교반 이 있으며 하단부에는 3 blades의 교반익이 Fig. 5.7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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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Assembly drawing of the reduction reactor.

Fig. 5.6. Crucible of the reduction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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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Motor drive and imp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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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치되어 있고 반응 에 교반을 하게 되면 반응물이 tube를 통하여 내

부와 외부로 계속 순환되도록 설계되었다. 한편, 교반기 튜  내에는 시료의 

샘 링을 한 원심분리기(Fig. 5.8)가 삽입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반응이 

끝난 후 이 원심분리기에 의해 환된 우라늄 속분말을 일부 회수할 수 

있다. 원심분리기는 상부에 설치된 별도의 모터에 의해 구동되며, 최  회

속도는 1,000 r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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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fication

1.Working medium                                                                                   argon

2. Temperature ,  С
bottom                                                         750
top                                                        150

3.Number of rotations, rpm                                                      1000

4.Direction of rotation                              to the right 

Technical requirements

1.An experimental item. For improvement of technical characteristics modification is 
possible during fabrication, testing  and operation, if agreed between the designer and 
customer

First mount the bearings (pos.14,15) to the shaft (pos.7), then place this assembly 
into the casing (pos.1). After that, press the rod (pos.2) to the shaft (pos.7) until it 
abuts against the bearing (pos.15), then drill the hole E (see section B-B) for the pin 
(pos.27). After the pin is mounted, make grooves in the pin  for the wire (pos.27). 
Twisted  end of the wire should not go beyond the boundaries of  Ж.. Flattering is 
admissible.

3.Test the apparatus at the test rig: at first, perform the blank test (wobbling of the 
collector (pos.3) should not exceed 0.1 mm); then, carry out  the test using the liquid, 
the density of which is close to that of the standard liquid.  

4.*Reference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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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ft (pos.7) should rotate smoothly, without jamming or axial play.
Additional facing of the  bushing (pos.8) or mounting of regulating washers 
between the bushing (pos.8)  and the bearing are admissible.
Check Size З by a feeler gauge; the additional facing of  the collector (pos.2) is 
admissible. 

66* 20

0,2+0,1

З

Bottom precipitate 
collector

Fig. 5.8. Bottom precipitate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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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기 가열로는 Fig. 5.9와 같이 내열강 (ХН70ю: Cr-Ni70% -Al)을 원통

형으로 제작한 것을 사용하 으며, 이 재질은 공기분 기에서 최  1,100 ℃ 

까지 장기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5.9.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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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험 방법

     2 단계 연구에서 수행한 비방사성 실험을 통하여 도출된 속 환장치

의 최  운  조건  차는 다음과 같다.

  - Process procedure

    i) 반응기 200 ℃ 까지 가열

    ii) LiCl 주입

    iii) U3O8 주입

    iv) 가열 용융(650 ℃)

    v) 12 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aging

    vi) Lithium 주입

    vii) 24 시간 반응

  - 교반기 회 속도: 150～200 rpm

  - Li 주입 온도: 280～290 ℃

  5 회에 걸쳐 시행된 hot test는 다음과 같은 기 화학 조성 변수를 가지

고 순서 로 시행되었다.

  - Run No. 1: 4 kg-HM/0.75 kg-Li/15.4 kg-LiCl(8 wt% Li2O)

  - Run No. 2: 2.5 kg-HM/0.465 kg-Li/15.9 kg-LiCl(5 wt% Li2O)

  - Run No. 3: 1.5 kg-HM/0.28 kg-Li/16.2 kg-LiCl(3 wt% Li 2O)

  - Run No. 4: 5 kg-HM/0.93 kg-Li/9.5 kg-LiCl(15 wt% Li2O)

  - Run No. 5: Run No. 2와 동일 조성, 실험 간에 시료채취

  각각의 실험에서의 반응물 기 화학조성은 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이

는 우라늄의 100% 속 환을 기 으로 할 때 LiCl 용융염 내에서 Li2O 최

종농도가 각각 8 wt%와 5 wt%, 3 wt%, 그리고 15 wt%에 해당되는 조성이

다. 리튬의 주입량은 반응양론 비 1.35 배의 양이다.

  Fig. 5.10은 hot test의 campaign schedule을 나타낸 그림이며,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캠페인 1 회당 소요되는 총 시간은 약 137 시간으로, 온도를 

상승시키고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화학 반응물들의 주입 시간이 약 20 시간 

소요되며 화학 환원 반응 소요 시간이 24 시간, 그리고 반응 종결 후 생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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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cuating slurry from reactor by suction
-Separation of liquid and solid by sedimentation
-Discharging liquid to HLLW storage tank
-Collecting solid in the special cylinder

-Charging water(80L) and dissolution
of salt below 55 ?C

-Washing out inside condenser by water
-Replacing absorber
-Disconnecting Ar

-Sampling solids(2 times) by centrifugal sampler
-Switching of agitator and heater
-Sampling molten salt by ladle
-Cooling reactor until 35 ?C

-Installing centrifugal sampler
-Supplying Ar to the centrifugal cylinder
-Cahrging Li

-Mixing(250 rpm) of SF and molten salt for 12 hrs
-Supplying Ar to the agitator shaft holder
-Evacuating the trapped water from condenser

-Charging LiCl(1/2), SF, LiCl(1/2) for 3 hrs
-Supplying compressed air into cooling jackets of
condenser, reactor cover, frunace wall

-Heating and drying
-Supplying Ar inside reactor and heating element chamber

137h, RT

69h, 35 ?C

45h, 650 ?C

21h, 650 ?C

9h, 650 ?C

2h, 200 ?C

0h, RT

-Evacuating slurry from reactor by suction
-Separation of liquid and solid by sedimentation
-Discharging liquid to HLLW storage tank
-Collecting solid in the special cylinder

-Charging water(80L) and dissolution
of salt below 55 ?C

-Washing out inside condenser by water
-Replacing absorber
-Disconnecting Ar

-Sampling solids(2 times) by centrifugal sampler
-Switching of agitator and heater
-Sampling molten salt by ladle
-Cooling reactor until 35 ?C

-Installing centrifugal sampler
-Supplying Ar to the centrifugal cylinder
-Cahrging Li

-Mixing(250 rpm) of SF and molten salt for 12 hrs
-Supplying Ar to the agitator shaft holder
-Evacuating the trapped water from condenser

-Charging LiCl(1/2), SF, LiCl(1/2) for 3 hrs
-Supplying compressed air into cooling jackets of
condenser, reactor cover, frunace wall

-Heating and drying
-Supplying Ar inside reactor and heating element chamber

137h, RT

69h, 35 ?C

45h, 650 ?C

21h, 650 ?C

9h, 650 ?C

2h, 200 ?C

0h, RT

Fig. 5.10. Campaign schedule of a hot test.

시료 채취와 반응기 온도 냉각 그리고 반응 잔여물 제거  2 차 hot test를 

한 비 시간이 약 93 시간 소요된다.

  반응기 내 잔여물 제거 과정에서 물 주입에 의한 염 용해  리튬 속 

용해를 도모하고 슬러리 진공 흡입 방식에 의하여 잔여물을 제거하는 방법

을 채택함에 있어, 반응기 내의 미반응 리튬 속의 격한 용해 반응으로 반

응기 내의 온도가 수직 상승하고 이로 인한 반응기 내용물이 반응기 외부로 

넘치어 hot cell과 장치를 오염시키는 사고를 방지하기 하여 1 회당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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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량을 200 ml로 제한하고 반응기 내부 온도를 55 ℃ 이하로 유지시키는 

반응 제어 방식으로 인하여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리튬 속 주입 후 반응 온도 650 ℃, 반응물 교반속도 200～250 

rpm을 24 시간 유지한 후 원심 시료채취기(800～1,000 rpm)를 이용하여 고

체 반응물을 2 회 채취하며 그  1 회 채취물은 사용후핵연료 속 환 

잉고트 제조에 활용하고 나머지 1 회는 평균 속 환율 분석을 하여 사

용된다. 고체 시료 채취가 끝나면 교반기의 운 을 정지시키고 시료 주입구

를 통하여 국자형의 시료 채취기를 주입하여 마지막으로 용융염을 시료 채

취한다.

  채취된 시료들은 방사화학  분석과 물리  성질 측정을 하여 각각 분

석실로 보내진다. 방사화학  분석 상 원소로는 U-235, Pu-239, Am-241, 

Cm-244, Np-237, Sr-90, Ru-106, Cs-137을 필수 분석 상 원소로 하여 분

석이 시행되어 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물질수지가 최종 으로 확정된다.

  물리  성질 측정 항목으로는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율을 살펴보기 

한 고체시료의 공기  재산화 반응에 따른 무게이득(weight gain), 사용후핵

연료 속 잉고트의 도, 발열량, 융 , 열 도도, 비열, 그리고 표면 상 

에서의 원소 분포도와 micro/macro structure, 사용후핵연료 속 잉고

트의 공기  산화속도 등이다.

  Fig. 5.11-5.13은 각각 방사화학  분석과 물성 측정을 한 채취 시료의 

처리 비 작업에 한 차를 나타낸 것이고 Fig. 5.14는 비된 시료의 

방사 화학 분석 차를 나타낸 것이다.

  

P re p a ra tio n
o f  a  f la sk  f ille d  w ith

d is tille d  w a te r

T h e  sa lt sa m p le
b y  la d le

R e m o v a l o f
la d le

T ra n sp o r ta tio n   to
ra d io c h e m ic a l a n a ly s is  la b .

W e ig h in g  a n d
 d isso lv in g

Fig. 5.11. Sample preparation of salt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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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2 O 3  M o ld e r  p u t  in to
A l 2 O 3  c r u c ib le

C h a r g in g  K C l - N a C l 

I n s ta l la t io n  in s id e
f u r n a c e

P u r g in g  A r  &
H e a t in g  u n t i l  6 5 0 o C

D ip p in g  c e n t r i f u g a l
 s a m p le r  t ip  in to

m o l te n  s a l t  m ix tu r e

T h e  1 s t  s a m p le
b y  c e n t r i f u g e

D is c o n n e c t io n  o f
c e n t r i f u g a l  s a m p le r

f o r  th e  2 n d  s a m p l in g

H e a t in g  u n t i l  1 ,4 0 0 o C

C o o l in g  u n t i l  3 5 o C

C h a r g in g  d i s t i l l e d  w a te r  &
D is s o lv in g  f r o z e n  s a l t s

I n g o t  p r o d u c t io n  &
t r a n s p o r ta t io n   to

r a d io c h e m ic a l  a n d  p h y s ic a l
a n a ly s i s  l a b .

Fig. 5.12. Sample preparation of solid phase to make SF metal in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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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of a flask filled with

distilled water

W ashing solid particles
by distilled water

and acetone

Purging Ar &
Dissolving sample

The 2nd sample
by centrifuge

Disconnection of
centrifugal sampler

Drying & transportation  to
radiochemical analysis lab.
and measuring weight gain

Dipping centrifugal
 sampler tip into
distilled water

Fig. 5.13. Sample preparation of solid phase to determine the SF reduction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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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opic
exchange

elements
separation

U Pu Am NdU Pu Am Nd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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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quantity
(mass-spectrometry)

Fig. 5.14. Radiochemical analysi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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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차를 좀 더 구체 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유량 80 L/hr의 아르

곤 가스를 반응기 내로 계속 공 하면서 반응기를 가열하고, 반응기의 온도

가 200 ℃에 도달하 을 때 염화리튬 시료와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을 반응

기 내에 주입한다. 주입 순서는 염화리튬 시료 체량의 1/2,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 염화리튬 시료 나머지 1/2로 하고, 주입 후 150 ℃/hr의 속도로 가

열하여 반응기의 온도가 650 ℃에 도달하면 이 온도에서 안정화시킨다. 이때 

시료들에 함유되어 있던 수분들이 가열과정에서 증발되어 배출되므로 콘덴

서의 하부로 응축된 수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밸 를 조작한다. 교반기를 

150 rpm의 회 속도로 작동하며, 이 상태에서 리튬을 공 하여 속 환 반

응을 시작하기 까지 15～20 시간을 aging한다.

  리튬은 ø200 × 500 mm 크기의 ingot를 사용하 는데, 우선 ø200 × 20 

mm 정도로 단한 리튬 ingot를 로 박스 내에서 벤졸로 세척한 후, 작은 

조각으로 잘라내어 리튬 공 탱크에 넣은 다음 산화를 방지하기 하여 잘 

폐시킨다. 폐된 리튬 공 탱크를 로 박스에서 꺼내어 반응기가 치

한 핫셀 내로 이동시켜 속 환장치의 주 반응기와 결합한다. 리튬을 반응

기에 공 할 시 이 되면, 리튬 공 탱크를 300 ℃로 가열하여 고체의 리튬

속을 액상으로 용융한 후, 아르곤 가스를 리튬 공 탱크에 불어넣어 기체

의 압력에 의해 용융된 액체 리튬이 반응기 내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다. 이때 액상 리튬 속의 주입으로 인한 반응기 내의 과도한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하여 반응기의 온도를 10 ℃ 정도 낮추어 640 ℃에서 리튬을 주

입한다. 리튬 속의 주입 후 온도를 계속 650 ℃로 유지하며 반응을 시키

며, 리튬이 주입되어 반응이 시작된 후 20～24 시간이 되었을 때 다음과 같

이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샘 링을 한다.

  반응기 상부의 앙에 있는 교반기 튜 의 뚜껑을 제거하고 여기에 원심

분리기를 삽입한다. 원심분리기의 회 속도는 800 rpm이며, 채취된 시료의 

산화 방지를 하여 원심분리기 상부에 설치된 연결 을 통해 아르곤 가스

를 계속 공 한다. 원심분리기를 삽입하고 10 분간 작동하여 속 분말들의 

일부를 채취한 후 이를 반응기에서 꺼내어 속분말 용융로로 이동시킨다. 

이때 원심분리기 내부에 시료가 잘 채취되었는가의 여부를 γ-spectrometer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시료가 채취된 원심분리기의 하단부를 detector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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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간 노출시키고 γ-spectrogram을 찰한다. Hot test 시작하기 의 핫셀 

내부에는 Cs-137 만이 검출되었으나, 2 차 실험에서 샘 링한 원심분리기 

하단에서는 Cs-137  Rh-106, Cs-134, Eu-154, Sb-124 등이 검출되었으므

로 시료가 채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속분말

의 샘 링은 2 회 실시하여 하나는 속 환율 측정  분석을 해 사용하

고  하나는 속 잉고트 제조를 해 사용한다. 속분말의 샘 링이 끝나

면 교반을 멈추어 고체입자들을 침 시킨 후 국자모양의 시료채취기를 반응

기 내로 삽입하여 용융염의 일부를 샘 링한다. 용융염 샘 이 담긴 시료채

취기의 끝 부분만을 단하여 미리 비해 둔 용기에  포장하고, 분석을 

해 다른 핫셀로 이송한다.

  실험이 끝나면 가열로의 원을 차단하고 반응기를 상온까지 자연 냉각시

킨 후 다음 실험을 하여 반응기를 세척한다. 세척을 하기 하여 반응기에 

물을 주입할 때는 반응기 내부 온도가 50 ℃가 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며 물

을 조 씩(한번에 약 200 ml) 넣어야 한다. 반응기에 잔존하는 미반응 리튬 

속과 물과의 격렬한 반응에 의하여 발생되는 가스 때문에 핫셀 내의 압력

이 과도하게 상승되고 그로 인하여 핫셀 외부로 설되어 오염될 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을 주입하여 반응기 내의 용융염  미반응 리튬을 용해시

킨 다음에는 미세한 속분말과 용융염 수용액을 감압에 의한 진공 흡입방

식으로 반응기로부터 제거한다.

 라. 실험 결과

     샘 링한 속분말 시료의 하나와 용융염 시료는 방사화학  분석과 

물리  성질 측정을 하여 각각 분석실로 보내진다. 방사화학  분석의 

상 원소는 U-235, Pu-239, Am-241, Cm-244, Np-237, Sr-90, Ru-106, 

Cs-137 등이 있으며, 이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속 환공정의 물질수지가 

최종 으로 확정될 것이다. 물리  성질 측정 항목으로는 속 잉고트의 

도, 발열량, 융 , 열 도도, 비열, 그리고 TGA에 의한 속 잉고트의 공기 

 산화속도 등이 있다. 속 환율을 측정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차에 

의해 속분말의 재산화에 의한 무게이득(weight gain)을 측정한다. 속분

말 시료를 아세톤에 용해시켜 용융염은 녹여내고 속분말을 건조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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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를 측정한다. 미세한 크기의 속 분말은 기 에서 발화에 의한 분말

비산과 산화 등으로 인한 오차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 박스 내에

서 수증기에 의하여 약 5%의 무게증가가 있을 때까지 비 산화시킨다.  이

와 같이 처리된 샘  분말은 기 에서 취 하여도 공기에 의한 산화의 

염려가 없으므로, 로 박스에서 꺼내어 분석실로 이동하여 TGA 측정을 

하고 무게증가량으로부터 속 환율을 계산한다.

  스테인 스강 재료로 장치를 구성한 제 1 차 실험에서는 Fig. 5.10의 실험 

차에 따라 양호하게 실험이 수행되었으나 연이은 2 차 실험에서는 실험 

마지막 단계인 원심 시료 채취기의 반응기 내 주입 과정에서 주입 의 막힘 

상으로 실패를 한 차례 경험하 다. 주입  막힘 상에 한 다각 인 원

인 규명을 조사한 결과, 1 차 실험 반응 생성물인 주입  내의 미세척 우라

늄 속과 스테인 스강 반응기 재료  철 성분과의 공융 상(eutectic)에 

기인한 것으로 최종 결론짓고 니  재질의 hot test 장치로 면 교체한 후 

운 하 다.

  Table 5.7은 hot test의 사용후핵연료 속 환율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Run #1에서 #4까지는 반응시간 24 시간 이후에 취한 샘 을 분석한 결과이

며, Run #5-1, 2, 3은 각각 반응시간 4, 10, 24 시간에서 취한 샘 을 분석한 

결과이다. 4 차 실험을 제외한 모든 실험에서 반응시간 24 시간에서의 속

으로의 환율은 략 96～98%로서 simulator에서의 비방사성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5.7. Reduction Yield in Each Hot Test

Hot Test 

Run #

Sample weight

before oxidation, g

Sample weight

after oxidation, g
Reduction yield, %

1 40.01 46.90 96.2

2 94.20 110.78 98.2

3 32.67 38.21 94.6

4 73.24 83.45 77.8

5-1 1.13 1.26 65.1

5-2 57.48 66.86 91.1

5-3 17.53 20.63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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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차 실험에서의 환율이 상 으로 낮은 것은 4 차 실험에서 사용한 

염화리튬의 양이 생성되는 산화리튬의 양에 비해 아주 기 때문이다. 즉 

650 ℃에서의 Li2O의 LiCl에 한 용해도인 8.7 wt%를 훨씬 넘게 되는 15 

wt%의 산화리튬 농도가 되는 조건이기 때문이며, 이로부터 높은 환율을 

얻기 해서는 염화리튬 내에서의 산화리튬의 농도가 용해도 범  이내가 

되도록 조 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Table 5.8과 5.9는 1, 2 차의 hot test에서 얻어진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작성된 물질수지로서, 우라늄과 큐륨은 100%, 루토늄은 97%, 아메리슘

은 99%, 희토류 원소인 유로퓸과 세륨은 45% 정도 reduced oxide- metal 

particle mixture phase에 존재하는 것에 반해 고방열성 물질인 세슘은 거의 

량 salt phase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축기와 기체 흡수 에서는 

세슘과 아메리슘  큐륨이 일부 측정되었으나 우라늄과 루토늄은  

발견되지 않았다. 3 차에서 5 차의 실험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 으

며, 이 결과들로부터 계산한 속상과 용융염상에서의 각 원소들에 한 분

배계수를 Table 5.10, 5.11과 Fig. 5.15에 나타내었다.

Table 5.8. Mass Balance of the Hot Test (Run #1)

Nuclides
Initial content 

in spent fuel,
per 1 kg of fuel

Run #1
(spent fuel - 4.687 kg)

Content in the 
salt  phase

Content in the 
reduced phase

Content in the 
condenser

Content in 
the absorber

U 847,2 g 0,63 g 3974,9 g < 0.5 mg < 0.05 mg

Cs-137 2,57*10
12

 Bq 1,21*10
13

 Bq 3,07*10
10

 Bq 1,68*10
9

 Bq 1,81*10
8

 Bq

Eu-154 8,7*10
10

 Bq 2,1*10
11

 Bq 1,8*10
11

 Bq < 1,0*10
7

 Bq < 1,0*10
6

 Bq

Ce-144 3,3*10
11

 Bq < 1,0*10
10

 Bq < 1,5*10
12

 Bq < 1,0*10
7

 Bq < 1,0*10
6

 Bq

Ru-106 2,0*10
11

 Bq < 1,0*10
10

 Bq 2,5*10
11

 Bq < 1,0*10
10

 Bq < 1,0*10
6

 Bq

Pu-239 3,41 g 0,071 g 15,83 g 0.9 mg < 0.5 mg

Am-241 0,424 g 0,0069 g 2,012 g < 0,04 μkg < 0,04 μkg

Cm-244 0,025 g 0,417 mg 0,119 g < 0,01 μkg < 0,01 μkg

Np-237 0,262 g < 0,001 g 1.243 g < 0,001 g --

Sr-90 2,6*10
12

 Bq 1,2*10
13

 Bq 3,4*10
10

 Bq < ,0*10
7

 Bq 6,9*10
12

 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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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9. Mass Balance of the Hot Test (Run #2)

Nuclides
Initial content 

in spent fuel,
per 1 kg of fuel

Run #2
(spent fuel - 2.936 kg)

Content in the 
salt  phase

Content in the 
reduced phase

Content in the 
condenser

Content in the 
adsorber

U 847,2 g 0,398 g 2481,0 g < 0,5 mg < 0,05 mg

Cs-137 2,57*10
12

 Bq 7,54*10
12

 Bq 1,9*10
10

 Bq 1,3*10
9

 Bq 1,6*10
8

 Bq

Eu-154 8,7*10
10

 Bq 1,4*10
11

 Bq 1,1*10
11

 Bq < 1,0*10
7

 Bq < 1,0*10
6

 Bq

Ce-144 3,3*10
11

 Bq < 1,0*10
10

 Bq 9,5*10
11

 Bq < 1,0*10
7

 Bq < 1,0*10
6

 Bq

Ru-106 2,0*10
11

 Bq < 1,0*10
10

 Bq 1,6*10
11

 Bq < 1,0*10
10

 Bq < 1,0*10
6

 Bq

Pu-239 3,41 g 0,045 g 9,96 g 1,5 mg < 0,5 mg

Am-241 0,424 g 0,0045 g 1,24 g < 0,04 μkg < 0,04 μkg

Cm-244 0,025 g 0,26 mg 0,0734 g < 0,01 μkg < 0,01 μkg

Np-237 0,262 g < 0,001 g 0,778 g < 0,001 g --

Sr-90 2,6*10
12

 Bq 7,3*10
12

 Bq 2,1*10
10

 Bq < 1,0*10
8

 Bq < ,0*10
7

 Bq

 Table 5.10. Distribution of Nuclide between Salt and Reduced Metal Phase(1)

Nuclides SF powder Salt Phase Solid Phase

Σ U 3975.5 g 0.63 g 3974.9 g

Cs-137 1.02×1013 Bq 5.09×1013 Bq 1.20×1011 Bq

Eu-154 3.45×1011 Bq 0.62×1011 Bq 0.56×1011 Bq

Pu-239 15.4 g 0.6 g 16.4 g

Am-241 0.127 g 0.046 g 0.081 g

Cm-244 0.100 g 0.017 g 0.023 g

Np-237 0.001 g - -



- 570 -

 Table 5.11. Distribution of Nuclide between Salt and Reduced Metal Phase(2)

Element
Initial content

Per kg SF
Metal phase Salt phase %

U 847.2 g 847.1 g 0.134 g 99.98

Pu 3.41 g 3.38 g 0.015 g 99.55

Am 0.424 g 0.420 g 0.001 g 99.65

Cm 0.025 g 0.025 g 8.90 x 10-5 g 99.65

Np 0.262 g 0.260 g ND 99.24

Cs 2.57x1012 Bq 6.55x109 Bq 2.58x1012 Bq 0.25

Sr 2.60x1012 Bq 7.25x109Bq 2.56x1012 Bq 0.28

Eu 8.70x1010 Bq 3.84x1010 Bq 4.48x1010 Bq 46.15

Ce 3.30x1011 Bq 3.20x1011 Bq 9.97x109 Bq 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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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5. Distribution of nuclide between salt and reduced metal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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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test 실험의 속 환율은 평균 96% 이상으로 나타났다. Fig. 5.16은 

hot test 실험에 사용한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을 8 몰의 질산 용액에 용해

시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α-spectrum 결과이며, Fig. 5.17은 동 시료의 γ

-spectrum 결과이다. 한 Fig. 5.18은 반응 생성물  채취된 용융염 시료

의 γ-spectrum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239Pu 

238Pu 244Cm 

242Cm 

 

Fig. 5.16. Alpha-spectrum of initial fuel.

 
137Cs 

134Cs 
134Cs 

106Ru 

154Eu 144Ce 

Fig. 5.17. Gamma-spectrum of initial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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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Cs 

134Cs 

154Eu 

154Eu 154Eu 

Fig. 5.18. Gamma-spectrum of molten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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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후핵연료 속 잉고트의 제조  공기  산화시험

 가. 속 잉고트 제조

    샘 링한 속분말 시료의 하나는 용융로에 옮겨져서 가열에 의해 잉고

트로 제조된다. 원심분리기의 시료를 용융로로 이동시키기 에 먼  용융로

의 앙에 속 잉고트를 만들기 한 몰드  보호 을 설치하고 용융로를 

850 ℃로 가열한다. 몰드의 재질은 이트리아이며, 보호 의 재질은 알루미나

이다(Fig. 5.19). 몰드 용기에는 미리 NaCl-KCl 공융화합 용융염을 넣어둔다. 

이 용융염의 녹는 은 650 ℃로서 속분말을 용융염 에 잠기게 하여 공

기와의 을 막아 으로써 속 분말의 산화를 방지하게 된다. 시료가 들

어 있는 원심분리기의 끝단을 850 ℃의 용융로 앙에 치시키고 시료에 

묻어 있는 염화리튬의 용융에 의해 속 분말 시료가 몰드 용기에 떨어지게 

한다. 용융로의 온도를 1400 ℃가 될 때까지 가열하여 속 분말을 용융시킨

다. 용융된 속 분말은 이트리아 몰드 내에서 잉고트로 수집된다.

Fig. 5.19. Ceramic set for smelting the reduced uranium: mold(on the left)

         and the protective vessel(on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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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test 실험으로부터 제조된 사용후핵연료 속 잉고트의 크기  무게

는 Table 5.12와 같으며, Fig. 5.20은 핫셀 내에서 이의 실체를 은 사진이

다.

Table 5.12. Spent Fuel Metal Ingots from Hot Test

No. Length, mm Diameter, mm Mass, g

1 4.4 6.5 2.778

2 2.1 6.5 1.326

3 8.5 6.5 5.178

4 11.5 6.5 7.262

                      Σ mass, g 16.544

Fig. 5.20. Spent fuel metal ingot.

 나. 사용후핵연료 속 잉고트의 산화시험 결과

    사용후핵연료 속 잉고트는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의 장요건 설정

을 한 기  자료 확보를 하여 잉고트의 공기  산화 속도 측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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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물성 측정에 이용된다. Fig. 5.21-5.24는 300, 250, 193, 그리고 183 ℃를 

유지하는 열 량분석기(TGA)에서 시간에 따른 속 시편의 무게 변화를 각

각 나타낸 것으로 250 ℃ 이상에서는 약 10～13 시간 사이에, 200 ℃ 이하에

서는 80～100 시간 사이에 속 시편의 완 한 재산화 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때의 무게 이득율은 약 16%를 나타냈다.

Oxidation Umet 300oC - №1

27

28

29

30

31

32

33

0.0 5.2 10.4 15.6 20.8 26.0
t, h

W, mg

Fig. 5.21. TG curve of spent fuel metal ingot at 300 ℃.

Fig. 5.22. TG curve of spent fuel metal ingot at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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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3. TG curve of spent fuel metal ingot at 193 ℃.

Oxidation Umet 183oC - №2

3,8

3,9

4

4,1

4,2

4,3

0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60 64 68 72 76 80 84 88 92 96

t, h

W, mg

Fig. 5.24. TG curve of spent fuel metal ingot at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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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원자력연구개발 장기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인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과 련하여, 본 연구과제에서는 차세 리공정의 핵심요소

인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리튬에 의한 속 환 실증실험에 하여 러시

아의 RIAR(Research Institute of Atomic Reactors)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수

행하 다. 본 연구는 ISTC(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의 

Partner Program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로서 추진되었으며, 실제 사용후핵연

료를 이용한 속 환공정의 hot test와 환된 속 잉고트의 합 특성  

산화특성 규명을 연구의 목표로 하여 3 년간 3 단계의 기간으로 나 어 연

구가 수행되었다. 그 결과로서, 5 kgHM/batch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속

환 핵심 공정 hot test를 성공 으로 완수하 고, 악티나이드 원소 이외에 주

요 핵분열 생성물의 물질수지도, 속 환체의 산화특성 등 련 핵심 데이

터 등의 확보와 더불어 공학규모의 속 환시스템의 설계  성능평가를 

독자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 다. 러시아와의 공동연구를 통하

여 아직까지 실 된 바 없는 사용후핵연료의 리튬에 의한 속 환공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험 으로 증명하 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hot 

test의 실험결과는 비방사성 실험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이 밝 졌다. 공동

연구에서 얻어진 반 인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비방사성 실험을 한 simulator의 설계  제작과 성능평가

  - Hot test용 장치 설치를 한 핫셀의 제염과 개조

  - Hot test용 장치의 비 성능평가

  - 96% 이상의 속 환율을 달성할 수 있는 최 의 운  logistics 확립

•실험실 규모(5 kgHM/batch)의 사용후핵연료 속 환 핫셀시험 완료

  - VVER-1000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5 회의 hot test 완료

  - 96% 이상의 사용후핵연료 속 환율 달성

  - U, TRU  6 종의 핵종에 한 물질수지도 작성

  - 속 환공정의 수학  모델링과 실험  검증



- 578 -

  - 속으로 환된 사용후핵연료의 속 잉고트 제조 성공

• 속 환체의 산화특성  물리  특성자료 확보

  - 300, 250, 193, 183 ℃의 공기분 기에서 잉고트의 재산화 속도측정

  - 속 환 잉고트의 도, 융 , 경도 등의 물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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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실험실 규모의 일체형 속 환 공정의 완성, 독창 인 리튬 속 회수장치 

고안, 신개념의 기화학  속 환 기술개발 등의 성과와 함께 한.러 공동

연구로 수행된 실험실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속 환 hot test 완료 등을 통

해 핵비확산성 차세 리 공정에 한 mechanical flow sheet를 확립함으로

써 당해 단계 목표를 성공 으로 달성하 다. 이러한 2 단계 연구결과는 3 

단계에서 수행 정인 차세 리 종합공정 실증시험을 한 기 자료로 활

용될 것이며, 각 단  연구 내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 공정별 공정개선  실증시설 설계자료 확보

  - 리튬에 의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 장치개발

    제 1 단계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 던 속 환 장치의 재료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고온 LiCl 용융염계에서 마그네시아 재질의 다공성 필터를 이

용하여 미세 우라늄 속분말을 회수하는 직 여과법의 개념을 제시하 고, 

실험실 규모의 검증실험을 통해 공정의 용성을 평가하 다. 고온 용융염계

에서 마그네시아는 열  안정성을 보 으며, 여과 속도는 0.6～0.9 cm
3/min

으로 원활히 여과되어 속 환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우라늄 속의 약 99 

%가 회수되었다.

  우라늄 속분말의 회수율 향상 에서 반응기 면의 경사각  용융

염 교반속도,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의 내열  여과특성 평가 결과를 반

하여 20 kgU/batch 규모의 mock-up 속 환 반응기를 설계, 제작하고 

mock-up 속 환 공정의 성능평가  공정변수 최 화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U3O8 분말은 98 % 이상 우라늄 속으로 환되었다.

  ․LiCl/U3O8 무게비: 9

  ․LiCl 용융염계 Li2O의 최종 농도: 3 wt%

  ․목표 환율 도달 반응시간: 8 시간

  ․리튬 속의 과잉량: 30 %

  ․교반속도: 250 rpm



- 580 -

  마그네시아 재질의 다공성 필터는 고온의 LiCl 용융염계에서 열   내

부식 측면에서 안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여과속도는 1.1～1.2 cm3/min․

cm2, 속우라늄 회수율은 99 %이었다. 한편, 용융 리튬 속 공 장치, 마그

네틱 드라이  교반장치  stopper 밸  등은 설계요건에 부합된 만족스런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mock-up 시설의 단 공정간 연계성, 원료물질의 취  

 이송 방법에 한 반 인 분석을 통해 mock-up 속 환 장치의 운

차와 각 단 공정 장치에 한 성능요건을 확립하 다.

  - LiCl-Li2O 용융염계로부터 리튬 속 회수기술 개발

    속 환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성분 용융염계로부터 리튬 속을 회수하

기 한 mock-up 시험장치를 시운 한 결과, 양극실과 음극실을 분리하기 

해 사용한 격막이 문제 으로 두되었으며, 이러한 문제 의 해결을 해 

stainless steel screen을 사용한 porous metal cathode 개념을 도입하 다. 

그러나 stainless steel의 도특성 때문에 screen 외벽에 리튬 속이 석출되

어 리튬 속의 효율 인 회수가 어려웠다. 이에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의 

비 도성과 표면장력에 의한 Li 격납성을 이용한 신개념의 기술을 개발하여 

검증실험을 수행한 결과, Li2O 해반응 조건을 정량 으로 규명하 으며, 

생성된 리튬 속은 95 % 이상 효율 으로 회수되었다.

  본 연구는 애 에 Li reduction 공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LiCl-Li2O 용융

염으로부터 리튬 속을 electrowinning에 의해서 회수, 재사용함으로써 공정

의 경제성, 환경친화성 등을 증진시킬 목 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본 공정

에서 개발된 기술은 Li reduction 공정과 리튬 속 회수공정을 일 단계로 통

합한 기화학  속 환 공정이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수행된다는 에

서 분명하듯이,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개발에 여 히 유효하게 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 Mock-up 공정해석을 한 열역학 보완자료 확보

    Li2O와 희토류원소 산화물(RE2O3)의 화학  반응을 조사하여, 복합산화

물(LiREO2)의 형성에는 Li2O 농도가 일정 값 이상이 되어야 하는 임계값이 

존재함을 밝혔다. 아울러 란타늄 산화물  4가의 세륨 산화물(CeO2)은 Li2O

와 반응하지 않고, 실제 리튬환원 공정에서 희토류원소는 낮은 용해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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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산화물 혹은 복합산화물로 침 됨을 규명하 다.

  표  AM, AEM 핵분열생성물인 Cs, Sr, Ba 산화물의 일체형 cathode에

서의 물질 달 특성인 물질 달 계수를 측정하여 고온 용융 LiCl계에서 정량

인 값을 얻었으며 기  물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AM, AEM의 LiCl계에서

의 화학  형태를 상하 다. 기 환원 공정에서의 환원 와 기  퍼

텐셜의 물질 달 향을 평가,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기 환원 속 환 공정에서 물질수

지와 운 를 결정하는 기 자료로 이용되는 한편 공정시간 등 공정운  

조건을 결정하는 부수 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 기 환원에 기

를 둔 속 정련 산업에서 불순물의 거동 평가에 충분히 응용 가능한 방

법을 제시하여 기 연구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 속 환체 연속주조 특성시험  공정 최 화

    우라늄과 같이 연성이 부족한 속을 연속주조하면 인출시 단락이 잘 

일어나므로 몰드와 도가니의 온도구배, 몰드와 우라늄과의 반응성, 용해온도, 

인출속도 등의 많은 주조변수를 고려하여 최 의 공정 조건을 도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 수집 시스템을 연속주조 장치에 설치하여 인출 과

정에서의 용탕과 몰드에서의 온도변화를 제어하는 한편 격한 온도구배를 

억제하기 해 몰드와 도가니의 디자인을 변경한 후, Si3N4를 이용한 몰드를 

사용하여 인출속도를 25～80 mm/min로 변화시킨 실험에서 장입한 량을 

2,300 mm의 우라늄 으로 연속주조하는데 성공하 다. 사용후핵연료를 

LiCl 용융염 에서 우라늄 속으로 환원시킨 후 우라늄  형태로 주조하

여 장할 경우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장 방법보다 체 이 1/4로 어들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조한 우라늄 처럼 내부에 크랙, 기공 등의 결함이 

없으면 캐니스터 등에의 장시 건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 고온 용융염 반응공정 장치재료 선정평가 실험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이 아르곤 분 기 LiCl-Li2O  LiCl- 

Li2O-Li3N 용융염계에서 이루어지므로, 공정 운  조건의 모의 용융염계에

서 취  장치재료의 부식성, 내구성, 용 특성 등을 평가하 다. 아울러 해

환원 공정이 산화 극에서 산소가 발생되는 산화성 분 기에서 수행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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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산화 분 기에서도 부식실험을 수행하여 Inconel 600을 최  장치재료 

후보물질로 도출하 다. 본 연구결과는 hot cell에 설치될 속 환 반응기용 

재료물질 선정의 기 자료가 되며, 한 고온용융염 환경에서 내부식 재료로 

알려진 합 (Inconel계와 Stainless Steel계)의 부식거동을 합  구성원소 조

성과 결부시켜 규명함으로써 고온 용융염계 재료개발 발 에 기반기술로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 우라늄 산화물의 기화학  속 환 특성 평가 

    기존 리튬환원 공정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하여 리튬환원 공정과 리튬

속 회수 공정을 일 단계로 통합한 새로운 기화학  속 환 공정개념

을 제시하고, 공정변수 최 화를 통하여 20 kgU/batch 규모의 기화학  

속 환 제조시스템을 단기간에 구축하는 성과를 달성하여 차세 리 종

합공정을 성공 으로 실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성능평가  공정변수 최 화를 해서는 환원 극, 산화 극, 해질 등 

해 셀 구성요소 별로 셀 에 향을 미치는 운 변수를 선정하고 그 

향을 규명하 으며 아울러 반응물  생성물의 입․출입을 포함한 공정 

운 차를 확립하 다. 한편 공정 운 에 요구되는 물질  에 지 수지를 

계산하 으며 환원 극부 구성 요소들과 해질이 셀 운 에 미치는 

향도 검토, 확인하 다. 한 정 류 공  조건에서 산화 극과 환원 극에 

인가되는 과 압을 반응 메카니즘과 결부시켜 해석하 으며, 속 환체에 

한 물성분석도 수행하여 우라늄 산화물이 99% 이상 속 환됨을 확인하

다.

  - 차세 리 종합공정 mechanical flow sheet 분석

    건식분말화, 기화학  속 환  smelting 공정으로 구성된 flow 

sheet를 작성하고 분석  평가하 다. 기존 hot cell의 기능  활용성을 고

려하여 핵연료 집합체의 해체  인출, 핵물질 계량, 단  포장은 KAERI

의 PIEF hot cell을 이용하고, 속 환 시스템의 hot test는 KAERI의 

IMEF 비 hot cell을 이용하는 방안을 기 으로 mechanical flow sheet를 

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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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 리 종합공정 발생 고방사성 물질 처리공정 개발

  - 용융염 재순환공정 개발

    속 환 공정에서 발생하는 LiCl-Li2O 폐용융염을 속냉각 방식에 의

해 bead화하는 공정을 개발하 으나, 이에 만족치 않고 크기 조 이 가능하

고 원기둥 모양으로 제조할 수 있는 연속 회 식 고화법에 의한 펠렛 제조

공정을 개발하여 폐용융염의 처리 능력과 취 성을 향상시켰다. 1 단계로 1 

kg-LiCl/batch 규모 펠렛 제조장치를 제작, 설치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 으

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50 kg-LiCl/batch 규모의 용융염 재순환용 펠렛 제

조장치를 설계/제작하고 성능평가를 수행하여 공정장치를 최 화하는 한편 

실증 용 장치의 설계자료를 확보하 다.

  - 핫셀 내 분 기 제어를 한 불활성가스 정제  냉각시스템 개발

    불활성 가스 정제  냉각시스템 개념 확립으로 아르곤 셀의 불활성 분

기 제어공정의 기 요건, 순환  정제 방안의 분석을 통해 설계요건을 확

립하 으며, 아르곤 순환시스템은 정제와 냉각을 동시에 수행하는 개념에 

한 타당성 분석을 완료하 다.

￭차세 리 핵심공정 핫셀시험 (한.러 공동연구)

  본 연구에서는 차세 리 공정의 핵심요소인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리튬에 의한 속 환 실증실험을 러시아의 RIAR(Research Institute of 

Atomic Reactors) 연구소와 공동연구로 수행하 다. 본 연구는 ISTC (Inter-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의 Partner Program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로서 추진되었으며,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속 환 공정의 

hot test와 환된 속 ingot의 합 특성  산화특성 규명을 연구의 목표로 

하여 3 년간 3 단계의 기간으로 나 어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결과로서, 5 

kgHM/batch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속 환 핵심공정 hot test를 성공 으로 

완수하 고, 악티나이드 원소 이외에 주요 핵분열 생성물의 물질수지도, 

속 환체의 산화특성 등 련 핵심 데이터 등의 확보와 더불어 공학규모의 

속 환 시스템의 설계  성능평가를 독자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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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 다. 러시아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아직까지 실 된 바 없는 사용후

핵연료의 리튬에 의한 속 환 공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험 으로 증명

하 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아울러 hot test의 실험결과가 비방사성 실

험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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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연 구 개발결 과의  활 용계 획

  우라늄 산화분말을 리튬에 의해 우라늄 속 분말로 환원시키는 속 환 

장치의 최  반응조건 도출과 20 kgU/batch 규모의 mock-up 속 환 공정

의 성능평가  공정변수 최 화 결과는 ‘06년 핫셀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

는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의 장치개념 설계와 물질수지 작성에 있어

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 사용에 기반

한 직 여과법과 신개념의 리튬 속 회수 연구결과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

터가 일체형 환원 극의 주요 구성부인 기화학  속 환 공정시스템의 

핫셀 실증설계에서 비교 보완 자료로서 활용가능할 것으로 망된다. 

  러시아의 RIAR 연구소와 ISTC(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Partner Program을 통하여 국제 공동연구로서 추진된,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리튬환원 실증실험 결과는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의 hot 

cell 실증시스템 설계와 운 의 기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한 hot test를 

한, RIAR의 K-16 핫셀 개조 자료와 hot test용 실험 장치의 설계  제작

도는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 hot cell 실증시설  장치 구축에 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기술은 2006년도에 완료

정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차세 리 종합공정 실증시험의 기본공정으로 

직  활용될 정이며, 아울러 본 기술의 높은 기술성  경제성으로 인해 

더 나아가서는 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 추진 인 GEN-IV Fuel 

Cycle 개념의 ꡒPWR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GEN-IV 차세  원자로 

핵연료로의 재순환공정”의 기 공정으로 활용이 기 된다.

  한 본 기술은 미국에서 추진 인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연구

의 핵심공정으로, PWR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electrorefining에 의한 

우라늄 제거를 통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량을 획기 으로 감축할 수 있는 

효율 인 conditioning 개념에 직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 추진에 의하여 확보된 고온 용융염 상에서의 기화학  속

환과 리튬회수 공정은 련 원자력 분야 이외에도 속 산화물로부터 고부

가가치의 속제조(티타늄 스폰지 제조 등) 분야에 직 으로 활용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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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특히 공정의 단순화, 높은 속 환율  속 환원제의 closed 

recycle 구 성 등으로 련 산업의 기술성  경제성 향상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고온 용융염의 취 /이송/재순환 기

술  련 개발 장치와 부식특성 연구결과는 국내산업에서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 용융염 련 분야의 기술응용과 학문발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해반응과 화학반응이 동반하는 기화학  속 환 시스템에서의 물질

달과 분배는 리튬환원 공정과 비교하여 일부 차이 을 드러낼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의 hot cell 실증 시스템의 구

축과 병행하여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기화학  환원 과정에서의 반응, 생

성물의 거동을 규명하고 구체  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 기 연구에도 연구

역량의 일정 부분 이상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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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한 다양한 검토를 통해 고온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과 

Li2O 해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통합 반응 메카니즘을 기 로 한 electrolytic reduction 

technology 기술을 구 할 수 있는 독창 인 반응시스템을 세계 최 로 개발하는 획기 인 성과

가 있었다. 5 kgU/batch 규모의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의 성능평가를 통해 scale-up 과정

에서 발생되는 공정의 제반 문제  악과 동시에 속 환 처리용량, 류 도  물질 달 특

성평가를 통해 설계자료를 확보하여 3 단계의 주어진 목표 기간에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기

술의 핫셀 실증을 성공 으로 완료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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