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보고서      KAERI/RR-2602/2005

사용후핵연료 핵분열생성물의 황화반응 

특성 조사

Thermochemical Study on the Sulfurization of 

Fission Products in Spent Nuclear Fuel

연  구  기  관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소

과 학 기 술 부



제 출 문

과학기술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사용후핵연료 핵분열생성물의 황화반응 특성 조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 11.   .

연 구 기 관 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 구 책 임 자 : 이정원

연    구    원 : 양명승 

                                             박근일 

                                             김웅기

                                             이재원



최종연구보고서 초록
□□□□□□□□□□□□□□□□□□□□□□□□□□□□□□□□□□□□□□□□□□□□□□□□□□□□□□□□□□□□□□□□
과제관리

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단계구분

연구사업명
 중사 업 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세부 사업명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세부과제명 사용후핵연료 핵분열생성물의 황화반응 특성 조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한국원자력 

연구소 

(이정원)

해당단계

연구인력

내부 :0.23M․Y

연구비

정부 :27,862  천원

외부 :    M․Y 민간 :     천원

계 :0.23M․Y 계 :27.862  천원

위탁연구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연구기관명: 참여기업

색 인 어

(각5개이상)

한
: 사용후핵연료, 모의핵연료, 핵분열생성물, 상분리, 휘발특성, 

  희토류, 황화반응

어
:  Thermodynamic behavior, Sulfurization, Simulated fuel, 

  Fission products, Phase transformation, Volatile properties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면수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사용후핵연료 내의 핵분열 생성물 제어를 위해 황화반응을 이용한 핵분열생성물   

  의 열역학적 거동 특성 조사

 2. 연구결과

◦핵분열생성물의 산화 및 환원반응 열역학적 자료수집 및 특성분석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내의 핵분열생성물 제어를 위한 기초 기술자료를 확보

◦핵연료산화물 및 핵분열생성물(희토류 산화물)의 황화반응에 대한 열역학적 특성

분석을 하여 우라늄/희토류산화물의 혼합물의 선택적 황화반응을 확인하 으며,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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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사용후핵연료 이용 고온 산화시험에 의한 핵분열생성물 제어 기초기술자료 

확보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핵분열생성물을 제어함으로써 건식공정 핵연료의 성능향상에 활용

◦제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GEN-IV SFR) 노형선정에 따른 SFR용 산화물핵연료의  

  기초기술로 활용함

◦악티나이드 재순환 핵연료의 기초 기반기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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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사용후핵연료 핵분열생성물의 황화반응 특성 조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실현 가능한 제 4세대(GEN-IV) 원자력시스템의 하나로 소듐냉각고속로

(SFR; Sodium Cooled Fast Reactor)가 선정되어 이에 대한 연구추진이 진행되

고 있다. SFR 핵연료로는 산화물, 금속, 질화물 핵연료가 고려되고 있으며, 모

두 재순환 핵연료주기(recycling)를 바탕으로 한 초우라늄(TRU) 함유 고연소도 

핵연료를 개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국내 여건상 초우라늄 원소와 같이 민감물질이 함유된 금속 핵연료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산화물 핵연료 연구는 유일하게 접근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내에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산화물 핵연료 연구를 통해 

GEN-IV SFR 핵연료개발에서 추구하는 저제염(low decontamination), MA 

(minor actinide)함유 advanced 핵연료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내의 핵분열생성물을 제어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제어 기술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핵분열생성물의 황화반응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된 본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최종목표

- 사용후핵연료 내의 핵분열 생성물 제어를 위해 황화반응을 이용한 핵분  

 열 생성물의 열역학적 거동 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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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핵연료 산화물의 황화반응 열역학적 자료수집 및 특성분석(UO2 및 U3O8)

     - 상변화 특성분석 및  소듐 polysulfide 검토

 ◦ 핵분열생성물의 산화 및 환원반응 열역학적 자료수집 및 특성 분석(Nd    

     등의 희토류 원소) 

     - 상변화 특성 분석 

     - 휘발 특성 분석

     - 핵분열생성물(Nd) 황화반응 열역학적 분석

 ◦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황화반응 특성시험 및 분석

     - 상변화 특성시험 및 분석

     - 휘발특성 시험 및  분석

 

IV. 연구개발 결과

 ◦ 핵연료산화물의 황화반응 열역학적 자료수집 및 특성분석(UO2 및 U3O8)   

    자료 확보

    - 열역학적자료 수집/분석 및 U-O-S(300∼800℃) 상태도 확보 

    - 핵연료산화물의 황화반응생성물의 Gibbs 자유에너지 변화 분석

    - Gibbs 자유에너지 이용 최적 황화제 선정 : CS2

    - 황화제로 소듐 polysulfide 검토 : 용융 또는 기계적 혼합사용에만 적합

 ◦ 핵분열생성물의 산화 및 황화반응 열역학적 자료수집 및 특성분석

    (Nd 등의 희토류 원소) 자료 확보

    - Ellingham 상태도 작성 및 핵분열생성물의 상분석 및 산화반응시에     

      상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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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융점 및 기화성 산화물 핵분열생성물의 산화/환원반응시 평형증기압   

      자료구축, 휘발계수 자료확보, 산화/환원반응 조건선정

    - Ellingham 상태도 작성 및 핵분열생성물의 산화시에 상변화 분석

    - 희토류계의 RE-O-S 상태도 확보

    - 희토류산화물의 황화반응생성물 Gibbs 자유에너지 자료 구축 및

      온도에 따른 반응성 정도 자료 확보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황화반응 특성시험 및 분석 기술수립

     - 우라늄산화물의 황화반응 온도에 따른 생성물 특성자료 구축 및 선택적  

       황화반응 온도 선정

     - 희토류산화물의 황화반응 온도에 따른 생성물 특성자료 구축

     - 희토류 및 우라늄산화물의 선택적 황화반응 온도조건 수립

     - 희토류 고용 핵연료의 고온산화시 상변화 특성자료 구축 

     - 희토류 고용 핵연료의 황화반응생성물 특성자료 확보

     - 고온산화공정의 휘발특성 자료 확보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희토류/우라늄산화물 혼합물의 선택적 황화반응 조건, 고온 산화후 환원에 

의해 생성된 희토류 농축 혼합물의 선택적 황화반응에 대한 기초기술을 수립하

다. 또한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고온 산화조건하에서 금속석출물의 

휘발거동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 다. 희토류 농축 황산화물로 UO2를 분리를 확

인하기 위해서 자화율 측정을 포함한 자기분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

다. 

  본 연구에서 확보한 기초기술은 ADOF(Advanced Dirty Oxide Fuel) 핵연료

의 성능 향상, GEN-IV SFR 핵연료 및 악티나이드 재순환 핵연료의 제조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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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Thermochemical Study on the Sulfurization of Fission Products in Spent 

Nuclear Fuel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 Sodium cooled Fast Reactor(SFR) was selected as one of the  

GEN-IV nuclear systems, the project plan for the development of SFR 

nuclear fuel is prepared among the participating countries. Oxide, metal, and 

nitride nuclear fuel containing TRU(transuranics) based on recycling nuclear 

fuel were considered as a candidate of SFR nuclear fuel. 

According to the project plan arranged by the participating countries, the 

fabrication technology of advanced nuclear fuel containing low MA+Re is 

also pursued in development of GEN-IV SFR fuel. The understanding of 

fission products behavior in spent nuclear fuel is essential to develop an 

advanced nuclear fuel. For analysis of fission product behavior, 

thermochemical study on sulfurization of fission products are necessary to 

analysis of feasibility on the sulfurization of fission products. 

According to the above background, the research project has planned and 

carried out. The final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hermochemical data of fission products during sulfuriz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fission products behavior in spent nuclea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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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Collection and properties analysis of thermodynamic data in sulfurization 

of uranium oxides

- Drawing for phase stability of U-O-S system

- Selection of sulfurization agent 

 ◦ Thermodynamic properties analysis for the oxidation and sulfurization of 

fission products (Nd and Eu) 

- Analysis of phase transformation

- Analysis of vaporization propertie

- Analysis of thermodynamic properties in the sulfurization of fission   

products

 ◦ Test and analysis for sulfur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Nd2O3 and 

Eu2O3

- Test and analysis of phase transformation

- Analysis of vaporization properties with high temperature oxidation

IV. Results of the Project

 ◦ Collection and properties analysis of thermodynamic data in sulfurization 

     of uranium oxides

    - Drawing for phase stability of U-O-S system(300∼800℃)

    - Reactivity analysis by means of the change of Gibbs free energy of  

uranium oxides with sulfurization

    - Selection of sulfurization agent : CS2

 ◦ Collection and analysis of thermodynamic properties for the oxidation 

and sulfurization of fission products

    - Simulation of fission products behavior using equilibrium va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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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ure and vaporization coefficient under oxidation or reduction

    - Drawing for phase stability of RE-O-S system

    - Reactivity analysis by means of the change of Gibbs free energy of 

RE oxides with sulfurization 

 ◦ Understanding on the sulfur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Nd2O3 and 

Eu2O3

    - Establishment of database for products formed by reaction of  

uranium oxides, Nd2O3,, and Eu2O3 with CS2 according to reaction 

temperature(300∼800℃)

    - Optimization of sulfurization conditions for uranium oxides, Nd2O3,, 

and Eu2O3 

    - Acquisition of data for products formed by reaction of Nd2O3, Eu2O3   

       and uranium oxides with CS2 at reaction temperature(300∼800℃)

    - Establishment of database for products formed by oxidation of Nd2O3, 

       and Eu2O3 added uranium oxide at high temperature

V. Proposal for Further study and Applications

  The successful achievements of this study are the collecting of 

thermochemical data on sulfurization characteristics of uranium oxide,  

Nd2O3, and Eu2O3. The sulfurization data will be useful to understand the 

fission product behavior in spent fuel during sulfurization reaction. 

For further study, the magnetic properties of fission products will b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magnetic behavior of Nd and Eu sulfides in the 

field of magnetism.

The basic understanding on the fission products behavior obtained by this 

study will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ADOF(Advanced Dirty Oxide 

Fuel), which is the advanced fuel concept proposed by Korea as a GEN-IV 

SF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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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 4세대 원자로시스템 중 SFR(Sodium Cooled Fast Reactor)의 핵연료로 

금속, 산화물, 질화물 3종류의 핵연료가 고려되고 있으며, 국내 여건상 TRU와 

같은 민감물질이 함유된 핵연료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기에 국내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TRU가 함유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는 본 연구를 통해 GEN-IV 

SFR 핵연료 개발에 국제적으로 동참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금속핵연료와 같은 

핵연료관련 선진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 산화물 핵연료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내의 핵분열생성물을 제어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제어 

기술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핵분열생성물의 황화반응에 대한 기초적 연구

가 필요하다. 

1. 기술적 측면의 중요성

  실현 가능한 제 4세대(GEN-IV) 원자력시스템의 하나로 소듐냉각고속로

(SFR; Sodium Cooled Fast Reactor)가 선정되어 이에 대한 연구추진이 진행되

고 있다. SFR 핵연료로는 산화물, 금속, 질화물 핵연료가 고려되고 있으며, 모

두 재순환 핵연료주기(recycling)를 바탕으로 한 초우라늄(TRU) 함유 고연소도 

핵연료 개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국내 여건상 초우라늄 원소와 같이 민감물질이 함유된 금속 핵연료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산화물 핵연료 연구는 유일하게 접근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내에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산화물 핵연료 연구를 통해 

GEN-IV SFR 핵연료개발에서 추구하는 저제염(low decontamination), 

MA(minor actinide)함유 advanced 핵연료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2.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

  사용후핵연료는 구 처분 및 관리해야 할 폐기 대상물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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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원으로 이용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득은 

물론, 원자력 산업계에 미치는 기술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함으로써 누적되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 및 처리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통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제고가 가능

하다.

  독창적인 사용후핵연료내의 핵분열생성물을 제어하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장

기적으로 후행 핵연료주기 분야의 잠재적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다. 

3.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

  국내에서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산화물 핵연료 연구

를 통해 SFR 국제공동 advanced 핵연료 연구에 동참함으로써 외국의 관련 선

진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통해 국내 누적되는 사용

후핵연료 관리 문제를 완화하고, 원자력에 대한 환경친화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및 신뢰도

가 필요한 시점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문제를 해결하고,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이 감소함으로써 고준위 폐기물 관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 3 -

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본 사용후핵연료 핵분열생성물의 황화반응 특성 조사 연구의 최종목표는 다

음과 같다.

 ◦최종목표

- 사용후핵연료 내의 핵분열 생성물 제어를 위해 황화반응을 이용한 핵분  

 열 생성물의 열역학적 거동 특성 조사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핵연료 산화물의 황화반응 열역학적 자료수집 및 특성분석(UO2 및 U3O8)

     - 상변화 특성분석 및  소듐 polysulfide 검토

 ◦ 핵분열생성물의 산화 및 환원반응 열역학적 자료수집 및 특성 분석(Nd    

     등의 희토류 원소) 

     - 상변화 특성 분석 

     - 휘발 특성 분석

     - 핵분열생성물(Nd) 황화반응 열역학적 분석

 ◦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황화반응 특성시험 및 분석

     - 상변화 특성시험 및 분석

     - 휘발특성 시험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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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

1. 국내 실적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을 제어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황화반응에 따른 거동특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다. 유사 기술로는 한

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기술개

발이 있으나, 이는 제조 특성상 수행하는 산화․환원(OREOX)처리 및 환원분

위기하 고온 소결처리에서 제거되는 휘발성 및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에 대한 

거동 특성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국외 실적

  국외에서도 사용후핵연료 핵분열생성물의 황화반응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적

이 없으며, 단지 fresh UO2 핵연료에 대해서 일본 동북대학교에서 일부 수행되

어 그 가능성만 제시하고 있다. 건식 열처리 공정으로 핵분열생성물을 제어하

는 기술로는 미국의 AIROX (Atomics International Reduction Oxidation) 및 

Voloxidation 공정이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휘발성 및 준휘발성 핵분열생성

물에 대한 것이다. 캐나다 AECL에서는 고온 산화처리공정으로 핵분열생성물인 

희토류(란타나이드계열) 함량이 높은 형석상과 희토류 함량이 낮은 U3O8상으로 

분리됨을 확인하 으나, 이들 분리된 상들의 입자 분리 제거에서 그 분리 효율

이 매우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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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술현황분석 

1. 국외 현황

  사용후핵연료 펠렛의 분말화 및 핵분열생성물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으로 

AIROX (Atomics International Reduction Oxidation), VOLOXIDATION, 

OREOX(Oxidation and Reduction of Oxide Fuel)이 개발되었으며 

DEOX(Decladding via Oxidation) 공정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각 공정

의 핵분열생성물의 제거 정도는 아래 표와 같이 산화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제거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미국의 ANL이 국

제 공동연구중인 I-NERI 프로그램에서는 핵분열생성물의 휘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온에서 공기/스팀 및 공기/온존을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 

                               

  캐나다 특허 PCT/CA96/00296에 의하면 사용후핵연료를 1000℃∼1600℃사

이에 산화처리하면 희토류(란타나이드) 함량이 높은 형석상과 함량이 낮은 

U3O8상으로 두개의 상으로 상분리를 하 다. 정  여과막에 의해 상분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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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분리제거 하 으나 희토류의 제거효율이 매우 낮았으며 현재 더 이상의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황화물을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공정 연구를 일본 핵주

기개발원(JNCDI)과 동북대학 다원물질연구소가 공동으로 기초적인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2.2.1]. 현재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지 않고 희토류 산화물과 

우라늄 산화물 혼합분말을 사용해 선택적으로 황화반응을 시킨 후 자기분리 

방법 또는 습식처리 방법으로 희토류황화물을 분리/제거하는 연구를 시작하

는 단계에 있다[2.2.2]. 

2. 국내 현황

  한국원자력연구소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기술개발 연구에서 사

용후핵연료의 산화(500℃)․환원(700℃)처리시 그리고 소결(1800-1850℃)시에 

핵분열생성물의 방출거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출거동 분석 자료에 의하

면 Cs-134는 거의 휘발되어 측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Cs-137도 거의 제거되었

다. 그러나 희소 금속과 희토류 등은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2.2.3]. 

3.  조사한 연구개발사례에 대한 자체분석 및 평가결과

  사용후핵연료 핵분열생성물의 제어를 위해서는 일단 고온 산화처리를 통해 

휘발성 및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을 휘발 분리/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상 분리시켜 희토류 함량이 많은 형석상과 함량이 낮은 U3O8상을 선택적으로 

황화반응을 통해 희토류 황화물로 만들어 이 황화물 특성을 이용해 제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산화 또는 환원에 의해서 휘발

성 핵분열생성물을 휘발시켜 분말로 만든 다음에 선택적으로 황화반응을 시켜 

우라늄산화물(U3O8, UO2)과 희토류/금속 황화물로 상분리를 하는 방법을 고려

해 볼 수 있어 본 기술의 개발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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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세부 기술사항의 검토 분석결과

1. 국내․외 기술 수준 비교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의 황화반응에 의한 핵분열생성물을 제어하고자 하는 

신 기술의 선행연구로서 본 연구과제에 대한 국․내외 연구수행 결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 기술상태의 기술격차나 수준의 비교를 계량화하여 수치로 제시

하기 어려우나 현재까지 본 연구와 유사한 국내․외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비교하여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세부기술 국내 국외

∙핵연료산화물의 황  

화반응 열역학적 특성

∙현재까지 수행된 바가 없  

  음 

∙일본의 대학단위에서 황

화반응 실험결과 자료가 있

으나, 세부적인 열역학적 특

성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

음
∙핵분열생성물의 산

화 및 황화반응에 따

른 열역학적 특성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수

행에 의해 핵분열생성물의 

산화반응에 대한 열역학적 

특성분석자료는 보유하고 

있으나, 황화반응에 대한 자

료는 없음 

∙핵분열생성물의 산화반응

에 대한 실험이 많이 수행

되었음

∙핵분열생성물 황화반응에 

대한 열역학적 특성분석은 

없음
∙모의 사용후핵연료

의 황화반응 특성시험 

및 분석

∙모의 사용후핵연료 제조

기술 보유

∙모의 사용후핵연료에 대

한 황화반응 시험은 수행된 

바 없음

∙모의 사용후핵연료에 대

한 황화반응 시험은 수행된 

바 없음

2. 공정단위별 주요 기술 내용 및 기술수준의 분석

 가. 외국의 경우

   - 핵연료 산화물의 황화반응 열역학적 특성분석 :



- 8 -

     ∙초보적인 단계임. 

   - 핵분열생성물의 산화 및 황화반응에 따른 열역학적 특성분석 :

     ∙산화반응에 대한 열역학적 특성분석이 많이 수행되었으며 현재     

       핵분열생성물의 제거율을 높이기 위해 계속 연구 상태임.

     ∙황화반응에 대한 열역학적 특성분석은 거의 수행되지 않았음.

   -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황화반응 특성시험 및 분석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음.

 나. 국내의 경우

   - 핵연료 산화물의 황화반응 열역학적 특성분석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으며 핵연료 산화물의 산화반응 특성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황화반응에 대한 특성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임. 

   - 핵분열생성물의 산화 및 황화반응에 따른 열역학적 특성분석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으며 이 또한 산화반응에 대한 열역학적 특  

 성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황화반응에 대한 특성분석을 할 수 있을 것  

 임.  

   -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황화반응 특성시험 및 분석

     ∙황화반응 관련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으며 그러나 모의 사용후핵연

료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성시험 및 분석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3. 기존 공정방법․기술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

 가. 기술적인 평가

  본 연구와 건식 처리법으로서 유사한 기술로는 고온산화공정에 의한 핵분

열생성물 제어가 현재까지 유일한 기술로, 분리된 핵분열생성물의 제거방법이 

다양하지 않아서 분리 제거효율이 낮다. 그리고 희토류 제거에 이용하는 황화

반응을 다른 제거 기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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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습식공정에 의한 희토류 원소 분리기술

   (가) 국외 기술개발 현황

  고준위폐기물로부터 U/Pu를 포함한 악티나이드 원소 및 희토류 원소(Rare 

Earth)가 포함된 란타나이드 원소, 백금족 원소들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UREX 등과 같은 습식공정에 대한 연구는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

게 수행되고 있다. RE 원소들은 Am, Cm과 화학적 특성이 주로 III가로 유사

하여 선택적 분리가 단순하지 않으며, U/Pu의 일차 분리공정을 거친 다음 

Am,Cm/RE 원소들을 동시에 분리한 후 RE만을 추가로 공분리하는 공정을 

개발하 다. 이들 공정으로는 일본의 advanced TRUEX (TRansUranium 

EXtraction) 및 DIDPA (Di-IsoDecyl Phosphoric Acid) 공정, 프랑스의 

DIAMEX (DIAMide EXtraction) 공정 등을 들 수 있다.

   (나) 국내 기술개발 현황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국외기술 현황과 유사하지만 Am/RE 상호 분리를 

위하여 분리계수가 높은 DEHPA를 사용하는 공정을 개발하 다. 고준위폐기

물로부터 Am과 RE를 공추출한 후 공역추출하여 Am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함

으로서 RE 원소들을 분리하는 공정이다.

  (2) Pyrochemical 공정에 의한 희토류 원소 분리기술

  Pyrochemical 공정은 용융염에서 전기화학적 전위차를 이용하여 금속을 분리

하는 공정기술로서 사용후핵연료에서 주로 악티나이드 원소들을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희토류 원소들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공정은 현재 고려되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등에서 현재 많은 연구를 수행중에 있으며, 적합한 

형태로 변환된 사용후핵연료내 원소들 중 란타나이드 원소들을 전해정련

(Electro Refining) 공정에서 고체 음극에 순수한 악티나이드 금속 형태로 회수

한다. 따라서 분리된 악티나이드 이외의 원소들 중 RE 원소들은 액체 Cd 음극

에 기타 핵분열생성물과 함께 잔류하게 되며, 이를 원소별로 분리하기 위해서

는 전해제련(Electro Winning) 공정을 거쳐야 하는 데 본 공정은 현재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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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단계에 있다.

 나. 경제적인 평가

  캐나다의 고온산화후 분리방법은 제거효율이 낮으므로 분리효율이 높은 공정

이 요구되며, 우라늄회수를 위한 후속공정이 요구된다. 

 다. 산업기술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고온산화공정에 의한 핵분열생성물 제어기술을 이용한 기술이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사용후

핵연료 재가공 공정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핵분열생성물의 제어율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공정으로 기술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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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핵연료산화물의   황화반응   열역학적   자료수집    및   특성분석

1. U-O-S 상태도 작성

  U-O-S계 화합물의 열적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열역학적 데이터베이스

인 HSC[3.1.1] 및 Dewally와 Perrot의 자료[3.1.2]를 이용하여 U-O-S 상태도를 

작성하 다. UO2+x는 황화반응에 의해서 산황화물인 UOS(uranium oxysulfide)

가 먼저 생성된 다음에 US2+x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3-4]. 

  그러나, UO2+x와 US2+x의 중간 생성물인 UOS가 포함된 상태도를 작성할 수 

있는 열역학적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UOS에 대한 Dewally와 Perrot의 Gibbs 

자유에너지 변화(△G
o)(반응식 1)를 사용하여 UO2+x - UOS 및 UO2+x - UOS 

상경계선을 작성하기 위해서 △G°를 구하여 표 3.1.1에 나타내었다. 

U + 1/2O2 + 1/2S2 = UOS, △G° = -927174 + 172.38T(J)     (RX. 1)

  U-O-S 상태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표 3.1.1에 나타낸 각 반응에 대한 △Go

값을 식 (1)에 입력하여 일정온도에서의 반응평형상수를 구하 다. 식 (2)는 반

응식 (1)의  산소포텐샬과 황포텐샬의 관계식을 나타낸 것으로, 평형상수를 반

응평형식(식 (2))에 입력하여 산소포텐샬(log Po2) 및 황포텐샬(log Ps2)의 관계

식을 구하여 산소 및 황포텐샬에 따른 상경계도를 작성하 다. 

△G o=-RTlnK=-2.303RTlogK                 (1)

logK=log
a UOS

a U∙Po
1/2
2 ∙Ps

1/2
2

=-1/2 logPo 2-1/2 logPs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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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우라늄산화물의 산화 및 황화반응에 따른 Gibbs 자유에너지 변화

A B C

U-UO2 U(s)+O2(g)=UO2(s) -1082227 0.00 170.87

U-US U(s)+1/2S2(g)=US(s) -378910 4.51 50.11

UO2-US UO2+1/2S2(g)=US+O2(g) 705630 8.00 -147.31

U-UOS U(s)+1/2O2(g)+1/2S2(g)=UOS(s) -927174 0.00 172.38

UO2(s)+1/2S2(g)=UOS(s)+1/2O2(g) 155053 0.00 1.51

U(s)+1/2O2(g)+1/2S2(g)=UOS(s) -927174 0.00 172.38

U(s)+O2(g)=UO2(s) -1082227 0.00 170.87

US(s)+1/2O2(g)=UOS(s) -548265 -4.51 122.27

U(s)+1/2O2(g)+1/2S2(g)=UOS(s) -927174 0.00 172.38

U(s)+1/2S2(g)=US(s) -378910 4.51 50.11

1/2U2S3(s)+1/2O2(g)=UOS(s)+1/4S2(g) -407921 0.00 62.11

U(s)+1/2O2(g)+1/2S2(g)=UOS(s) -927174 0.00 172.38

U(s)+3/4S2(g)=1/2U2S3(s) -519253 0.00 110.27

US1.9(s)+1/2O2(g)=UOS(s)+0.45S2(g) -293935 0.00 24.90

U(s)+1/2O2(g)+1/2S2(g)=UOS(s) -927174 0.00 172.38

U(s)+0.95S2(g)=US1.9(s) -633239 0.00 147.48

US2(s)+1/2O2(g)=UOS(s)+1/2S2(g) -275191 0.00 10.87

U(s)+1/2O2(g)+1/2S2(g)=UOS(s) -927174 0.00 172.38

U(s)+S2(g)=US2(s) -651983 0.00 161.51

US3(s)+1/2O2(g)=UOS(s)+S2(g) -195382 0.00 -67.81

U(s)+1/2O2(g)+1/2S2(g)=UOS(s) -927174 0.00 172.38

U(s)+3/2S2(g)=US3(s) -731792 0.00 240.19

UO2(s)+1/2S2(g)=UOS(s)+1/2O2(g) 155053 0.00 1.51

U(s)+1/2O2(g)+1/2S2(g)=UOS(s) -927174 0.00 172.38

U(s)+O2(g)=UO2(s) -1082227 0.00 170.87

1/4U4O9(s)+1/2S2(g)=UOS(s)+5/8O2(g) 196358 0.00 -12.97

U(s)+1/2O2(g)+1/2S2(g)=UOS(s) -927174 0.00 172.38

U(s)+9/8O2(g)=1/4U4O9(s) -1123533 0.00 185.35

U(SO4)2(s)=UOS(s)+7/2O2+1/2S2(g) 1505981 0.00 -733.91

U(s)+1/2O2(g)+1/2S2(g)=UOS(s) -927174 0.00 172.38

U(s)+4O2(g)+S2(g)=U(SO4)2(g) -2433156 0.00 906.29

US-U2S3 2US(s)+1/2S2(g)=U2S3(s) -288157 -20.31 206.09

U2S3-US1.9 1/2U2S3(s)+1/5S2(g)=US1.9(s) -113986 0.00 37.21

US1.9-US2 US1.9(s)+1/20S2(g)=US2(s) -15776 4.49 -20.04

US2-US3 US2(s)+1/2S2(g)=US3(s) -87078 -10.99 162.15

UO2-U4O9 4UO2(s)+1/2O2(g)=U4O9(s) -173078 -11.88 148.12

UO2-U(SO4)2 UO2(s)+3O2(g)+S2(g)=U(SO4)2(s) -1386032 -53.08 1138.52

U4O9-U3O8 3/4U4O9(s)+5/8O2(g)=U3O8(s) -194820 -8.61 158.78

U4O9-U(SO4)2 1/4U4O9(s)+23/8O2(g)+S2(g)=U(SO4)2(s) -1342763 -50.11 1101.50

U3O8-UO3 1/3U3O8(s)+1/6O2(g)=UO3(s) -30597 4.77 -0.28

U3O8-UO2SO4 1/3U3O8(s)+5/3O2(g)+1/2S2(g)=UO2SO4(s) -713745 0.00 387.02

U3O8-U(SO4)2 1/3U3O8(s)+8/3O2(g)+S2(g)=U(SO4)2(s) -1246581 0.00 689.82

UO3-UO2SO4 UO3(s)+3/2O2(g)+1/2S2(g)=UO2SO4(s) -696527 -25.00 540.94

UO2SO4-U(SO4)2 UO2SO4(s)+O2(g)+1/2S2(g)=U(SO4)2(s) -550697 -27.01 507.90

U(SO4)2-US3 U(SO4)2(s)+1/2S2(g)=US3(s)+4O2(g) 1701364 0.00 -666.11

△G o
T  = A + BT  log T  + CT

U4O9-UOS

U(SO4)2-UOS

Phase boundary Reaction

US1.9-UOS

US2-UOS

US3-UOS

UO2-UOS

△Go(J)

UO2-UOS

US-UOS

U2S3-U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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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은 온도를 300℃∼800℃, 산소포텐샬 및 황포텐샬을 각각 -80 ∼ 

+20 범위로 하여 나타낸 U-O-S 상태도이며, 그림 3.1.2는 300℃와 800℃의 

U-O-S 상태도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UO2+x는 동일한 황포텐샬에서 온도

가 증가할 경우에 산화물로써의 안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소포텐샬이 보

다 높아야 한다. 즉, 황포텐샬이 높아지면 산소포텐샬도 높아져야 UO2+x의 안정

상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UOS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안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소포텐샬이 

높아야 한다. US2+x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황포텐샬이 높고 산소포텐샬이 

높은 범위에서 안정상을 유지한다. 황화반응은 산소포텐샬을 낮게 유지하면서 

수행하기 때문에 고온에서는 황포텐샬이 낮아도 UO2는 UOS 및 US2로 상변화

가 쉽게 일어나게 된다. 저온에서 UO2는 넓은 범위의 황포텐샬 역에서 안정

한 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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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300℃(굵은 선, 진한 자)와 800℃(실선, 기울림 자)에서 

U-O-S계의 안정 상태도 비교

  UO2+x(x=0, 0.25, 0.67)의 CS2와의 황화반응성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표 

3.1.1에 나타낸 열역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UOS로 상전환시에 △G° 변화를 계

산하 다.  UO2의 UOS로의 상전환시에 △G° 변화는 반응식 (3), (4) 및 (5)의 

화학양론식으로 구하 다. 

UO2(s)+1/2CS2(g)=UOS(s)+1/2CO2(g), △G°=-35383+1.55TlogT-7.98T  (RX. 2)

UO2(s)+1/2S2(g)=UOS(s)+1/2O2(g), △G°=155095+1.51T               (RX. 3)

C(s)+S2(g)=CS2(g), △G°=-11981-1.4TlogT+4.33T                     (RX. 4)

C(s)+O2(g)=CO2(g), △G°=-392852+1.69TlogT-14.65T                 (RX.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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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4O9의 UOS로의 상전환시에 △G° 변화는 반응식 (4), (5), (7), (8)의 화학양

론식으로 구하 다. 

1/4U4O9(s)+13/24CS2(g)=UOS(s)+13/24CO2(g)+1/12SO2(g), 

                                 △G° = -40085+1.67TlogT-17.19T  (RX. 6)

1/4U4O9(s)+1/2S2(g)=UOS(s)+5/8O2(g),  △G° = 196358-12.97T        (RX. 7)

1/2S2(g)+O2(g)=SO2(g), △G° = -361657+72.73T                      (RX. 8)

  U3O8의 UOS로의 상전환시에 △G° 변화는 반응식 (4), (5), (8), (10)의 화학

양론식으로 구하 다. 

1/3U3O8(s)+11/18CS2(g)=UOS(s)+11/18CO2(g)+2/9SO2(g), 

                                 △G°=-53723+18.9TlogT-39.53T    (RX. 9)

1/3U3O8(s)+1/2S2(g)=UOS(s)+5/6O2(g), △G°=259400-44.09T          (RX. 10)

  또한 UOS의 CS2와의 반응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US2로 상전환시에   

△G°변화를 반응식 (4), (5), (12)의 화학양론식으로 계산하 다. 

UOS(s)+1/2CS2(g)=US2(s)+1/2CO2(g), △G°=84756+15.5TlogT-20.36T (RX. 11)

UOS(s)+1/2S2(g)=US2(s)+1/2O2(g), △G° = 275191-10.87T           (RX. 12)

   UO2+x(x=0, 0.25, 0.67)의 UOS로의 상전환시에 온도에 따른 △G° 변화를 그

림 3.1.3에 나타내었다. UO2+x는 모두 △G°가 음의 값으로 황화반응이 자발적으

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반응성정도는 U3O8 > U4O9 > UO2의 순서대로 보다 

자발적으로 황화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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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황화반응온도에 따른 UO2+x의 △G° 변화

 2. 황화제 선정

  반응성이 우수한 황화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황화제로는 CS2 및 H2S로 하여 

UO2와 Nd2O3의 황화반응생성물에 대한 Gibbs 자유에너지 변화(△G°)를 열역학

적 데이터베이스인 HSC를 이용해서 계산하여, 반응온도에 따른 △G° 변화를 

그림 3.1.4에 나타내었다. 

  황화제인 CS2는 H2S보다 각 반응물에 대해서 보다 낮은 △G
o 변화를 보인

다. 이는, 황화물 생성반응에 있어 반응온도를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CS2에 의해 Nd2S3가 생성되는 반응의 경우에는 △G
o가 음의 값으로 황화반응

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Sato 등[3.1.3]은 CS2 및 H2S를 사용하여 UO2SO4를 반응시킨 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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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2의 경우에는 800℃에서 반응에 의해 UOS와 US2가 생성됨을 보 고, H2S의 

경우에는 1000℃에서 UOS 단일상이 생성됨을 보 다. 최근의 희토류황화물 제

조에 관한 연구는 CS2를 사용하여 저온에서 수행하고 있다[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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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황화제 종류에 따른 UO2 및 Nd2O3의 △G° 변화

  CS2의 황포텐샬은 식 (4)에 의해서 구하여 H2S의 황포텐샬과 함께 표 3.1.2

에 나타내었다. H2S는 동일한 온도에서 CS2에 비하여 낮은 황포텐샬을 갖는다. 

따라서 H2S는 반응온도를 높여야 황화반응 생성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다. 

                C(s) + S2(g) = CS2(g)           

             
lnK=ln

PCS 2
a c∙PS 2

=-
△G

o

RT , (a c=1)     (3)

               logPS 2=logPCS 2+
△Go

2.303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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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온도에 따른 CS2는 황포텐샬 변화

온도(℃)
 log Ps2

CS2 H2S
400 -1.18 -3.14
500 -1.07 -2.55
600 -0.99 -2.09
700 -0.92 -1.73
800 -0.88 -1.44

  CS2는 비점(46.2℃)로 낮은 액체이며 증기압(식 (5))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

급용기에서 CS2를 예열하여 황포텐샬을 조절할 수 있다. 

ln(Pvp) = A*ln(T) + B/T + C + D*T
2 ( Pvp : kPa, T : K)     (5)

  여기서, A=-4.817221 , B=-4.563180*10
3, C=-46.19124, D= -4.829056*10-6

  소듐 polysulfide (Na2Sn, n=2∼5)는 고체분말로 온도에 따라서 S의 몰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융점이 낮아져(n=2에서 275℃ → n=5에서 251.8℃) 액상이 되

므로 액상-고상 황화반응에 사용될 수 있으나 건식공정기술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며, 기계적 방법으로 고상-고상 황화반응이 가능하나 Na 등의 잔류물에 

대한 처리 문제가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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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핵분열생성물의 산화 및 환원반응 열역학적 특성분석 

1. 상변화 특성 분석

  핵분열생성물의 상변화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UO2 및 UO2.001의 산소포텐샬

은 T.B, Lindemer와 T.M. Besmann[3.2.1]의 실험식(식 (6), 식 (7))을 이용하

으며 계산하 으며, 핵분열생성물의 산소포텐샬은 열역학적 데이터베이스인 

HSC를 이용하여 계산하여 Ellingham 상태도를 작성하 다(그림 3.2.1). 

  사용후핵연료에 경우에는 U/O비가 매우 작게 증가하나 연소도에 따라서 정

확한 자료는 없다. UO2.0의 산소포텐샬 보다 위에 있는 핵분열생성물인 Ag, Pd, 

Rh, Ru, Te, Tc, Sb, Cd, Sn, Mo, Rb, Cs 등은 금속으로 존재하며, UO2.0의 산

소포텐샬 보다 낮을 경우에는 나머지 핵분열생성물(Zr, Ba, Sr, Y, 란타나이드

계 원소)은 산화물로 있게 된다. 

  UO2에서 UO2.001로 산소포텐샬이 증가할 경우에 일부 핵분열생성물들은 산화

물로 전환되며, Ag, Pd, Rh, Mo, Te 등은 금속으로 있게 된다. 

  공기중에서 산화처리를 경우에 Ag, Pd, Rh, Ru 등은 금속 상태가 되며 나머

지는 핵분열생성물은 산화물이 된다. 이들 원소는 순수한 산소에서는 공기중에

서보다 높은 온도에서 금속상태로 있게 된다. Pd, Rh, Pu 금속원소는 융점이 

매우 높으나 공기중에서 산화물이 되어 고온산화처리를 할 경우에 휘발하게 된

다. 

△GoO 2=RTlnP O 2=-897000+224.8T(T<3015K),[J/mol] for UO2   (6)

△GoO 2=RTlnP O 2=-360000+214T+4RTln
2x(1-2x)

(1-4x) 2
,[J/mol]  

                                               for UO2-UO2.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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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핵연료와 핵분열생성물의 Ellingham 상태도 

(d : 분해, m : 용융, sb : 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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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휘발 특성 분석

  UO2.00이상에서 금속상태로 존재하는 Rb, Cd, Sb, Cs와 같은 저융점 금속원

소의 기화성 금속과  Mo, Ru, Rh, Pd과 같은 고용점 금속원소의 기화성 산화

물(표 3.2.1)에 대하여 산화 및 환원반응에 의해서 휘발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HSC의 Gibbs를 이용하여 평형증기분압을 구하 다. 산화시에 평형증기분압은  

표 3.2.1의 자료를 보면 고융점의 금속원소는 기화성 산화물로  저융점 금속원

소는 Sb를 제외하고 기화성 금속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평형증기분압 자료를 사용하여 기화성 금속 및 기화성 산화물의 사용하여 휘

발속도계수(FT, mol/cm
2․sec1/2) 및 제거에 필요에 시간을 계산하 다. 산화반

응에 의한 휘발특성자료는 고온 산화반응(1000∼1600℃)을  고려하여 온도범위

를 300℃ ∼ 1600℃로 하 으며, 산화분위기는 공기로 해서 계산하 다. 

  환원반응에 의한 휘발특성자료는 온도범위는 300℃ ∼ 1800℃로 하 으며, 

수소의 순도는 99.999%(0.001% H2O)로 해서 계산하 다. 

표 3.2.1 금속 및 산화물의 융점 및 비점

원소 금속/산화물 융점(℃) 비점(℃) 원소 금속/산화물 융점(℃) 비점(℃)

Mo
Mo 2713 4639

Rb

Rb 39.31 688
MoO2 1972 - Rb2O 400 -
MoO3 802 1155 Rb2O3 570 -

Ru
Ru 2334 4150 RbO2 412 -
RuO2 1127 -

Cd
Cd 321 765

RuO4 25.35 40 CdO - 1559

Rh
Rh 1964 3695

Sb
Sb 631 1587

Rh2O 1127 - Sb2O3 570 1425
Rh2O3 1100 - Sb4O6 656 1456

Pd
Pd 1555 2963

Cs

Cs 28.45 671
PdO 750 - Cs2O 490 -

Cs2O2 594 -
Cs2O3 502 -
CsO2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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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평형증기분압

  (1) Mo

  Mo(s)의 산화에 의해서 그림 3.2.2와 같은 Mo 산화물이 생성되나, 대부분은 

MoO2(s)로 있게 된다.  MoO3(s)의 비점이 1155℃로 낮아서 기화성 산화물 중

에서 MoO3(g)의 평형증기분압이 가장 크다. 900℃이상에서 평형증기분압은 

MoO3(g)> (MoO3)2(g) > MoO2(g) > (MoO3)3 (g)> MoO(g)> (MoO3)4(g)의 순

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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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공기중 산화처리시에 Mo 기체화합물의 평형증기분압

 Mo(s)의 환원시에는 대부분 비점이 매우 높은 Mo(s)로 있게 되며, 기화성 물

질로는 Mo(g) 및 MoO(g)가 대부분이며 증기압이 매우 낮다(그림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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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환원처리시에 Mo 기체화합물의 평형증기분압

  (2) Rh

  Rh(s)의 산화에 의해서 생성되는 고체산화물은 Rh2O(s), RhO(s), Rh2O3(s)가 

있으며 대부분 Rh2O(s)로 존재한다. 기체화합물은 Rh(g), RhO(g), RhO2(g)가 

생성되며, 산화처리 중에 기체화합물의 평형증기압은 RhO2(g)> RhO(g) > 

Rh(g)의 순으로 높았다(그림 3.2.4).  

  환원처리 중에는 기체화합물의 평형증기압은 산화처리 평형증기압의 역순이

며, 매우 낮았다(그림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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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공기중 산화처리시에 Rh 기체화합물의 평형증기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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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환원처리시에 Rh 기체화합물의 평형증기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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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u

  Ru(s)는 산화에 의해서 대부분 RuO2(s)가 되며, 생성되는 기체화합물은 

Ru(g), RuO(g), RuO2(g), RuO3(g), RuO4(g)가 있으며, 산화처리중에 기체화합

물의 평형증기분압은 RuO3(g) > RuO4(g), RuO2(g) > RuO(g) > Ru(g)의 순으

로 높았으며, RuO4(g)의 평형증기분압은 약 1100℃이하에서는 RuO2(g)의 평형

증기분압보다 높으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낮아졌다(그림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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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공기중 산화처리시에 Ru 기체화합물의 평형증기분압

  환원분위기하에서는 Ru(s)는 대부분 비점이 높은 Ru(s)로 존재하며, 평형증

기분압은 Ru(g) > RuO(g) > RuO2(g) > RuO3(g)의 순서 다. 환원분위기하에

서 평형증기분압은 매우 낮았다(그림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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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환원처리시에 Ru 기체화합물의 평형증기분압

  (4) Sb

  Sb(s)는 공기중에서 산화하여 대부분 Sb2O3(s)로 되며, 생성되는 기체화합물

은 Sbx(g), SbO(g), Sb4O6(g), SbO2(g)이 있으며,  평형증기분압은 SbO(g)가 가

장 높았다(그림 3.2.8). 

  환원분위기하에서는 Sb(s)는 비점(1587℃)이 비교적 낮은 Sb(s)로 있게 되며, 

평형증기분압은 매우 높았다(그림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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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공기중 산화처리시에 Sb 기체화합물의 평형증기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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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환원처리시에 Sb 기체화합물의 평형증기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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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Cd

 Cd(s)는 공기중 산화에 의해서 CdO(s)가 생성되며, 기체화합물로는 Cd(g)와 

CdO(g)가 생성된다. Cd(g)의 평형증기분압은 CdO(g)의 평형증기 분압 보다 매

우 높다(그림 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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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공기중 산화처리시에 Cd 기체화합물의 평형증기분압

  환원처리에 의해서는 Cd(s)는 대부분 Cd(s)로 있게 되며 Cd(g)의 평형증기분

압이 매우 높다(그림 3.2.11). 이는 Cd(s)의 비점이 CdO(s)의 비점보다 매우 낮

은 것에 기인한다(표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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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환원처리시에 Cd 기체화합물의 평형증기분압

  (6) Cs

  방사능이 높은 Cs(s)의 공기중에서 산화반응에 의한 Cs2O(s)로 산화된다. 

Cs(s)의 비점(671℃)은 매우 낮기 때문에 Cs(g)의 평형증기분압은 매우 높으며, 

또한 Cs 산화물의 비점이 낮기 때문에 Cs 기체산화물의 평형증기분압도 매우 

높았다.  저온에서는 Cs(g)의 분압이 가장 높고, 약 1000℃이상에서는 Cs2O(g)

의 분압이 Cs(g)의 분압보다 높았다(그림 3.2.12).  

  환원반응중에는 Cs(s)는 금속상태로 있기 때문에 Cs(g)의 평형증기분압이 가 

가장 높았다(그림 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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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공기중 산화처리시에 Cs 기체화합물의 평형증기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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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환원처리시에 Cs 기체화합물의 평형증기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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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Rb

  Cs과 동일한 족의 원소인 Rb(s) 또한 비점이 매우 낮다. Rb(s)의 공기중에서 

산화반응에 의한 Rb2O(s)로 산화된다. Rb(s)의 비점(688℃)은 매우 낮기 때문에 

Rb(g)의 평형증기분압은 매우 높으며, 또한 Rb 산화물의 비점이 낮기 때문에 

Rb 기체산화물의 평형증기분압도 매우 높았다(그림 3.2.14).  저온에서는 Cs(g)

의 분압이 가장 높고, 약 1200℃이상에서는 Rb2O(g)의 분압과 거의 같아졌다. 

  환원반응중에는 Rb(s)는 금속상태로 있기 때문에 Rb(g)의 평형증기분압이  

가장 높았다(그림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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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공기중 산화처리시에 Rb 기체화합물의 평형증기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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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환원처리시에 Rb 기체화합물의 평형증기분압

  (8) Pd

  Pd(s)는 공기중 산화에 의해서 PdO(s)가 생성되며, 기체화합물로는 Pd(g)와 

CdO(g)가 생성된다. Cd(g)의 평형증기분압은 CdO(g)의 평형증기분압보다 매우 

높다(그림 3.2.16).  

  환원처리에 의해서는 Pd(s)는 대부분 Pd(s)로 있게 되며 Pd(g)의 비점이 높

기 때문에 평형증기분압이 낮았다(그림 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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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공기중 산화처리시에 Pd 기체화합물의 평형증기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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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환원처리시에 Pd 기체화합물의 평형증기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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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휘발속도계수

  평형증기분압을 사용하여 산화․환원처리중에 생기는 금속기체 및 산화물기

체의 휘발속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휘발속도계수를 구하 다[3.2.2-3]. 

  금속기체 및 산화물기체의 휘발속도(mol/sec)는 식 (8)과 같으며, FT는 휘발

속도계수(FT, mol/㎠․sec)다.   

       

WM=k M∙A∙P M

=k M∙(Lb)∙(f MP
eq
M)

= (
0.664Sc

1/2
cD M

ν
P
eq
M)∙(f M∙b VL)

=F T(T)∙F(design)
              (8)

여기서,  k M=
0.664Sc

1/2
cDM

ν

V
L

        Sc=
ν gas
DM , 

        FT(T) =(
0.664Sc

1/2
cDM

ν
P
eq
M)                          (9)

       WM = M의 휘발속도(mol/sec)

        kM = 물질전달계수(mol/㎠․sec) 

        PM = 기체성분 M의 증기압

        PeqM = 기체성분 M의 기체평형분압

        Sc = Schmidt number

        A = 분말판의 면적(㎠) 

        c = 기체의 몰농도(gmol/㎠)

        b : 분말 평판의 넓이(㎝)

        L : 분말 평판의 길이(㎝)

        V : 기체의 유속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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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속도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반응기체의 점도 및 금속기체 및 산화물기

체의 확산계수의 계산은 아래와 상수는 아래와 같다. 

 

- 공기의 동점도(kinematic viscosity)

     ν air(cm
2/sec)=1.13×10 -5∙T 1.674

- 수소의 동점도(kinematic viscosity)

     ν H 2(cm
2/sec)=9.345×10 -5∙T 1.6465

- 공기중에서 M의 확산계수

     DM(cm
2/sec)=1.22×10 -5∙(

1
28.9

+
1
M
) 1/2∙T 1.823

- 수소중에서 M의 확산계수

     DM(cm
2/sec)=1.70×10 -5∙(

1
2
+
1
M
) 1/2∙T 1.823

 

  휘발속도계수의 계산은 산화처리시에 평형증기분압이 높은 MoO3(g), 

RhO2(g), RuO3(g), SbO(g), Cd(g), Cs(g) 및 Cs2O(g), Rb(g), Pd(g),  환원처리

시에 평형증기분압이 높은 Mo(g), Rh(g), Ru(g), Sb2(g), Cd(g), Cs(g), Rb(g), 

Pd(g)의 평형증기분압과 위의 물리적 상수들을 식 (9)에 넣어서 구하 다(그림 

3.2.18-19). 

  산화처리 및 환원처리시에  저융점의 원소들은 고융점의 원소들보다 휘발속

도계수가 매우 크다. 휘발속도계수는 산화처리한 경우가 환원처리를 했을 때보

다 컸다. 따라서, 고융점의 핵분열생성물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고온산화처리가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 38 -

0.6 0.8 1.0 1.2 1.4 1.6
1E-20

1E-15

1E-10

1E-5

Rb

SbO
Cs

Cd

Cs2O

RuO3
PdRhO2

 

 

F T (
m

ol
/c

m
2 /s

1/
2 )

1000/T (K)

MoO3

T (oC)
400800100012001400 600

 

그림 3.2.18  산화처리중 기체 금속 및 산화물의 휘발속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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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환원처리중 기체 금속 및 산화물의 휘발속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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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거시간

  휘발속도계수를 사용하여 일정온도에서 반응기 크기, 반응 기체속도 및 표 

3.2.2에 나타낸 핵분열생성물의 양을 식 (10)에 넣어주면 일정량의 UO2내의 각 

핵분열생성물들이 제거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t(hr)=

m U∙(
x M
x U
)

3600F T(T)∙(f M∙b VL)        (10)

  여기서, 

   mU = 산화/환원반응에 사용된 사용후핵연료중 U의 몰수(mol)

   xM = 사용후핵연료내의 핵분열생성물 M의 조성(mol.%)

   xU = 사용후핵연료내의 U의 조성(mol.%)

  예를 들어 건식공정핵연료시험시설(DFDF)에서 산화/환원처리에 사용되고 산

화/환원로에서 운전조건을 기준으로 휘발속도계수가 가장 큰 기체화합물에 대

하여 제거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표 3.2.3에 나타낸 반응로 크기 및 운전조건하

에서 계산하 다. 

  산화처리중 및 환원처리중에 핵분열생성물의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각각 

그림 3.2.20 및 그림 3.2.21에 나타내었다. 저융점의 원소들은 낮은 온도에서도 

짧은 시간내에 제거되며, 환원처리보다 산화처리시에 빨리 제거된다. 고융점의 

핵분열생성물은 환원처리시에 거의 제거가 되지 않으며, 산화처리시에도 제거

에는 장시간이 요구된다. 

  열역학적 데이터베이스인 HSC에서 구한 평형증기분압을 이용하여 계산한 

핵분열생성물의 제거 온도 및 시간은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

과와 차이를 보인다. 저융점의 Cs의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 건식공정핵연

료기술개발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소결(환원분위기)실험에 의하면 Cs은 

1100℃에서부터 제거되기 시작하 다[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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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연소도에 따른 핵분열생성물의 조성(mol %)

Element
Burnup(MWD/MTU)

30000 35000 40000 50000 60000

U 92.989 91.915 90.856 88.844 86.510 

Np 0.046 0.057 0.067 0.090 0.123 

Pu 0.811 0.893 0.971 1.027 1.302 

Am 0.011 0.015 0.020 0.023 0.029 

Cm 0.003 0.005 0.008 0.010 0.017 

AcTotal 93.86 92.89 91.93 90.00 87.99 

Se 0.015 0.017 0.019 0.024 0.029 

Br 0.006 0.007 0.007 0.009 0.011 

Kr 0.094 0.106 0.117 0.150 0.178 

Rb 0.086 0.097 0.106 0.136 0.162 

Sr 0.221 0.247 0.271 0.347 0.408 

Y 0.114 0.127 0.140 0.179 0.211 

Zr 0.825 0.938 1.045 1.321 1.575 

Nb 0.007 0.008 0.009 0.010 0.010 

Mo 0.712 0.822 0.929 1.158 1.391 

Tc 0.166 0.188 0.209 0.254 0.294 

Ru 0.477 0.570 0.667 0.810 0.988 

Rh 0.086 0.094 0.101 0.112 0.124 

Pd 0.228 0.292 0.361 0.427 0.546 

Ag 0.014 0.017 0.020 0.022 0.026 

Cd 0.018 0.024 0.031 0.036 0.049 

Sn 0.015 0.018 0.021 0.025 0.031 

Sb 0.005 0.006 0.007 0.008 0.010 

Te 0.077 0.091 0.105 0.127 0.154 

I 0.039 0.046 0.052 0.062 0.074 

Xe 0.827 0.972 1.116 1.376 1.637 

Cs 0.445 0.506 0.565 0.698 0.843 

Ba 0.216 0.251 0.285 0.358 0.441 

La 0.185 0.213 0.240 0.298 0.356 

Ce 0.399 0.460 0.519 0.644 0.759 

Pr 0.163 0.187 0.210 0.261 0.313 

Nd 0.545 0.628 0.710 0.892 1.080 

Pm 0.020 0.021 0.020 0.022 0.021 

Sm 0.102 0.119 0.135 0.166 0.199 

Eu 0.022 0.028 0.034 0.042 0.052 

Gd 0.009 0.013 0.018 0.026 0.037 

Tb 0.000 0.000 0.001 0.001 0.001 

FPTotal 6.14 7.11 8.07 10.00 12.01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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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융점의 Ru의 경우에는 AECL의 사용후핵연료를 고온산화 한 결과에 의하

면 1100℃에서는 15분, 1600℃에서는 10분 이내에 완전히 제거되었다[3.2.5]. 

표 3.2.3  핵분열생성물 제거시간계산에 사용된 장치 및 운전조건

장치/운전조건 산화처리 환원처리
연소도(MWD/MTU) 60,000

분말무게  1.85 mol U (UO2 : ∼500 g, U3O8 : ∼ 520 g )
반응로 크기(cm)  b 27 x L 60 x H 24
가스 유속(cm/sec) 5 15 

  이러한 차이는 각 핵분열생성물이 원소상태로 있으며, 또한 원소간의  상호

작용이 없는 이상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열역학적으로 계산하 기 때문에 HSC

에서 구한 포화증기분압에 큰 오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

서는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자료들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는 핵분열생성물의 휘발정도를 예측하는 단순 평가에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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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산화처리중 기체 금속 및 산화물의 제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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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환원처리중 기체 금속 및 산화물의 제거시간

3. 핵분열생성물의 황화반응 열역학적 특성 분석

 가. 상변화 분석

  황화반응에 따른 핵분열생성물의 상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열역학적 데이

터베이스인 HSC를 사용하여 Ellingham 상태도(그림 3.2.22)를 작성하 으며, 

황화반응제인 CS2의 황포텐샬을 함께 나타내었다. 핵분열생성물은 황화반응에 

의해서 안정한 황화물이 형성되며, 700℃에서는 MoS3가 MoS2로, 1200℃에서는  

TeS2가 Te로 변함을 알 수 있다. Rh2S는 425℃, Ag2S 및 SnS2는 약 825℃에

서 용융이 되며, PdS는 800℃, Rh2S3는 1000℃에서 열분해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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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22  핵분열생성물의 Ellingham 상태도

   (d : 융점, m : 용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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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RE(희토류계 원소)-O-S 상태도 작성 및 U-O-S와 반응 역 비교

  고용 일정온도에서 황/산소포텐샬에 따른 희토류 및 우라늄로부터 희토류의 

선택적 황화반응이 가능한 역을 분석하기 위해 희토류의 RE-O-S 상태도를 

작성하 다. RE-O-S 상태도는 열역학적 데이터베이스인 DATABASE MALT 

II[3.2.6]를 이용하여 300℃∼600℃ 온도범위에서 작성하 으며, 중성자 흡수능이 

큰 Nd, Eu, Sm에 대한  400℃에서의 RE-O-S 상태도를 그림 3.2.23-25에 나타

내었다. 

  희토류는 일정온도에서는 동일한 범위의 산소/황포텐샬에서 안정상을 유지하

으며, 그 예를 그림 3.2.26에 나타내었다. 따라서, 황화반응시에 일정한 황포

텐샬에서는 모든 희토류산화물의 선택적 황화반응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2.23  Nd-O-S 상태도(T=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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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Eu-O-S 상태도(T=400℃)

그림 3.2.25  Sm-O-S 상태도(T=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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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Nd-O-S(점선) 및 Eu-O-S(실선) 상태도 비교(T=500℃)

  황화반응에 따른 반응 역 및 예상되는 상(phase)을 비교하기 위해서 

U-O-S 및 Nd-O-S 상태도를 400℃ 및 500℃에서 겹쳐 작성하 다(그림 

3.2.27). 또한 1 atm에서 온도에 따른 황화제인 CS2의 황포텐샬도 함께 나타내

었다. 

  반응온도가 낮을수록 넓은 범위의 황포텐샬에 UO2와 Nd2O2S가 겹쳐 있으며, 

또한 UOS와 Nd2O2S 및 Nd2S3가 겹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응온도가 

낮을수록 선택적 황화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U3O8 및 U4O9은 황화반응에 의해 UO2로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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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400℃

(b) T=500℃

그림 3.2.27  온도에 따른 U-O-S 및 Nd-O-S 상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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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라늄 및 희토류산화물의 반응성 분석

  우라늄 및 희토류산화물의 반응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황화제를 CS2로 

하여, 반응생성물의 Gibbs 자유에너지(△G°)를 열역학적 데이터베이스인  

DATABASE MALT II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그림 3.2.28에 나타내었다.   

  UO2 및 희토류산화물이 황화반응에 의해서 산황화물로 전환될 경우에 △G°

는 모두 음의 값으로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UO2

의 경우 △G°가 희토류산화물의 값보다 높기 때문에 선택적 황화반응이 가능

하다. 희토류산화물의 희토류황화물로의 선택적 황화반응을 위해서는 반응온도

를 낮게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선택적 황화반응의 온도 범위는 매우 

좁을 것으로 예측된다.  

  희토류산황화물의 희토류황화물로 전환될 경우에는 Pr2O2S가 Pr2S3, Eu2O2S

가 Eu3S4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G°가 음의 값으로 자발적으로 반

응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UOS의 경우에는 US2로 전환될 경우에는 

△G°가 양의 값으로 반응이 자발적으로는 일어나기 어렵다. 희토류산화물의 희

토류황화물로의 선택적 황화반응을 위해서는 황화 반응온도를 600℃이하로 해

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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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황화반응 특성 시험 및 분석

1. 상변화 특성 시험 및 분석

 가. 황화반응 장치 구성

  황화제인 CS2(액체: 비점 46.2℃)는 최대수분함량이 0.03%이하인 Aldrich사 

제품을 사용하 다. CS2의 운반가스인 질소는 고순도(99.999%)의 것을 사용하

다. 반응 시료용기 및 반응용 관형로는 CS2와는 비활성인 석 제품을 사용하

다. 

  황화반응 장치는 그림 3.3.1과 같이 CS2 액체공급용기, 진공을 위한 진공펌프 

및 진공게이지(Pirani gauge), 가열용 반응로로 구성하 다. 반응순서는 시료

(0.5 g)를 담은 용기를 반응로에 주입한 후에, 질소로 반응장치라인을 퍼징하여 

불활성분위기로 만든 후에 0.1 Torr로 진공을 유지하 다. 다시 질소를 흘러 보

내 상압을 유지한 후에 반응액을 공급용기에 주입하여 질소의 유량을 조절하여 

CS2의 휘발유량을 조절하 다.  CS2/N2 가스의 유량은 62/63 ml/min로 일정하

게 하 다.   

그림 3.3.1  황화반응 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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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라늄산화물의 황화반응 시험

  선택적 황화반응 온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선 우라늄 산화물을  400℃∼60

0℃로 하여 5시간 반응시켰다. UO2의 경우에는 450℃까지는 반응에 의해 황화

물이 생성되지 않았으며, 500℃에서 UOS가 생성되기 시작하 으며, 600℃에서

는 완전히 tetragonal 구조의 UOS로 전환됨을 알 수 있었다(그림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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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황화반응 온도에 따른 UO2의 X-선 회절도형

  U3O8은 450℃에서 UO2로 환원되었으며 이와 같은 반응은 반응식 (13)에 의

한 것으로 열역학적 자료를 사용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500℃에서는 UO2와 

동일하게 UOS가 생성되기 시작하 다(그림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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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U3O8+1/9CS2(g)=UO2+1/9CO2(g)+2/9SO2(g)    (RX. 13)

  따라서 우라늄산화물로부터 희토류산화물의 선택적 황화반응을 위한 반응온

도는 450℃가 최적임을 알 수 있었다. 

  U3O8을 600℃ 및 800℃에서 10시간동안 고온 황화반응을 하여 얻은 생성물

의 상을 그림 3.3.3에 나타내었다. 반응온도가 600℃인 경우에는 UO2와 동일하

게  UOS가 주생성물이며 US2가 생성되기 시작하 다. 반응온도를 800℃로 올

려 반응을 시킨 경우에는 UOS는 없어지고 α-US2(orthorhombic 구조)로 완전

히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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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황화반응 온도에 따른 U3O8의 X-선 회절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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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희토류산화물의 황화반응 시험

  희토류산화물의 황화반응온도에 따른 생성물을 알아보기 위해서 열역학적 분

석에 의해서 희토류산화물 중에 △G°가 중간정도인 Nd2O3(입방정구조)와 △G°

가 높은 Eu2O3(입방정구조)를 선정하여 실험하 다. 각 희토류산화물에 대하여 

반응온도는 300℃∼ 800℃, 반응시간은 1시간∼10시간으로 하여 반응을 수행하

여 얻은 각각의 황화반응 생성물에 X-선 회절도형을 그림 3.3.4과 3.3.5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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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황화반응 온도에 따른 Nd2O3의 X-선 회절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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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2O3의 황화반응결과에 의하면 400℃ 이하까지는 확인 가능한 특징적인 회

절면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450℃에서 5시간 황화반응에 의해서는 육방정

(hexagonal)구조의 Nd2O2S, 사방정(orthorhombic)구조의 Nd2S7, NdS2과 같은 

여러 화합물이 함께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반응온도를 600℃로 하여 10시간 

반응시킨 경우에는 사방정구조의 Nd2S3 단일상이 생성되었으며 반응온도를 80

0℃로 올려도 더 이상의 상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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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황화반응 온도에 따른 Eu2O3의 X-선 회절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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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2O3의 경우에는 Nd2O3보다 낮은 온도인 400℃에서 입방정계 구조의  

Eu3S4 상이 생성되기 시작하 으며, 450℃에서 5시간 황화반응에 의해서 단일

상의 Eu3S4로 전환되었다. 반응온도 500℃까지는 더 이상의 상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반응온도를 600℃로 하여 10시간 반응을 시킨 경우에는 입방정계 구조의 

EuS 단일상이 생성되었으며 반응온도를 800℃로 올려도 더 이상의 상변화는 

없었다. 600℃이상에서의 Eu3S4의 EuS로 전환은 황화물의 열분해에 의한 것으

로 여겨진다. 

 라. 우라늄/희토류산화물 혼합분말의 선택적 황화반응 시험

  U/Nd의 몰비를 67/33으로 하여 UO2/Nd2O3의 혼합분말, U/Eu의 몰비를 91/9 

및 67/33으로 하여 UO2/Eu2O3의 혼합분말을 앞에서 선정된 선택적 황화반응온

도인 450℃에서 5시간 황화반응을 수행하 다.  

  Nd2O3 및 Eu2O3는 UO2와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선택적으로 황화반응에 

의한 희토류 황화물이 생성되었다(그림 3.3.6∼7).  Nd2O3의 경우에는 앞 실험

에서와 같이 여러 상의 황화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회절면의 강도가 매우 낮았

다. 

  Eu2O3의 황화반응 생성물인 Eu3S4는 UO2와는 회절면이 겹치지 않아 Eu 고

용 우라늄산화물이 선택적 황화반응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Eu 고용 우라늄산화물은 U/Eu의 원자비가 91/9로 Eu 함량이 매우 낮다. 따

라서 UO2/Eu2O3 혼합분말에 대하여 U/Eu=91/9로 하여 450℃에서 5시간 황화

반응을 하 으며 반응생성물의 X-선 회절도형을 그림 3.3.8에 나타내었다.

  Eu2O3의 황화반응 생성물인 Eu3S4는 UO2의 특성 회절각 2θ = 28.28°의 강도 

100을 기준으로 2θ = 25.60°에서 2.5%의 강도를 가지므로  Eu 고용 우라늄산

화물의 선택적 황화반응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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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UO2/Nd2O3 혼합분말의 황화반응생성물 X-선 회절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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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UO2/Eu2O3(U/Eu=67/33)혼합분말의 황화반응생성물 X-선 

회절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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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UO2/Eu2O3(U/Eu=91/9)혼합분말의 황화반응생성물 X-선 

회절도형

 마. 희토류 고용 핵연료의 선택적 황화반응 시험

  (1) 희토류 고용 핵연료 및 분말 제조

  란타나이드계의 원소 및 우라늄의 함량을 연소도에 따라서 Origen Code

로 계산하여 표 3.3.1에 나타내었다. 다른 핵분열생성물 및 악티나이드계 원

소들은 제외하 다. 기타 란타나이드계 원소들인 Dy, Ho, Er, Tm, Yb의 함

량은 10-3 at.%이하 다. 연소도의 증가에 따라서 란타나이드 원소들의 총함

량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고연소도인 60,000 MWD/MTU에서는 약 3.2 

at.%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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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연소도에 따른 란타나이드계 원소의 조성

Burnup

(MWD/MTU)

Lanthanide element content (at.%) U 

content

(at.%)La Ce Pr Nd Pm Sm Eu Gd Tb LnTotal

30,000 0.196 0.422 0.173 0.577 0.022 0.108 0.023 0.010 0.000 1.530 98.470

35,000 0.227 0.491 0.200 0.671 0.022 0.127 0.030 0.014 0.000 1.783 98.217

40,000 0.258 0.560 0.227 0.766 0.022 0.146 0.036 0.020 0.001 2.036 97.964

50,000 0.327 0.706 0.287 0.979 0.024 0.182 0.046 0.028 0.001 2.579 97.421

60,000 0.398 0.850 0.350 1.209 0.024 0.223 0.059 0.041 0.001 3.155 96.845

  본 연구에서는 황화반응생성물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UO2에 고용

되는 Nd, Eu의 함량을 사용후핵연료에 생성되는 란타나이드계의 함량보다 높

게 하여 소결체를 제조하 다. Nd 및 Eu 고용 UO2 소결체를 제조하기 위해서 

우선, U/Nd 및 U/Eu의 원자비가 91/9이 되도록 UO2/Nd2O3, UO2/Eu2O3 분말을 

Tubular 혼합기로 혼합한 후에 균일한 조성의 혼합분말을 얻기 위해서 수직형 

attrition mill로 5분간 8회 반복하여 링을 하 다. 이 분말을 300MPa의 압력

으로 성형하여, 성형체를 Ar-4%H2 분위기하에서 1800℃에서 6시간 동안 소결

하여 Nd 고용 핵연료 및 Eu 고용 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하 다.

  고용체 분말의 제조는 아래 그림 3.3.9와 같은 공정에 의해서 제조하 다. 저

온 분말화공정에서는 산화/환원처리에 의해서 희토류는 우라늄산화물의 상변화

만 일어나며 고용되는 희토류의 변화는 없었다. 반면에 고온산화에 의한  분말

화 공정에서는 고온 산화처리중에 희토류 농축 (U,RE)4O9 상(RE-rich fluorite 

phase)과 U3O8상(RE-poor U3O8 phase)으로 상분리가 일어남을 SEM 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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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3.10). 또한 고온산화분말을 X-선 회절 측정을 한 결

과 약 28.4°, 32.9°, 46.5°, 56.5°, 59.4°에서 RE 농축 (U,RE)4O9상에 대한 회절면

을 통해 상분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3.11-12). 

  상분리 RE 농축상의 조성을 EPMA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Nd 농축상의 

조성은 Nd의 함량이 31 at.%, U의 함량이 69 at.%임을 보 다.  Eu 농축상의 

조성은 Eu의 함량은 33 at.%, U의 함량은 67 at.% 다. 우라늄 농축상에서는 

Nd 및 Eu의 함량은 0.3 at.% 이하로 RE의 함량은 매우 낮았다. 

  고온 분말화공정에서 고온 산화처리에 의해  생성된 RE 농축 (U, RE)4O9상

은 그 다음 분말화공정인 저온 환원처리에 의해서 RE 농축 (U,RE)O2로, U3O8

는 UO2로 상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그림 3.3.11).  환원처리에 의해서도  

Nd 농축 (U,Nd)4O9,  Eu 농축 (U,Eu)4O9상 및 UO2상에서의 조성변화는 없었

다.   

                  

     (a) 저온 분말화 공정             (b) 고온 분말화 공정

그림 3.3.9  희토류 고용 핵연료의 분말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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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온산화분말

(b) 고온산화후 환원분말

그림 3.3.10  고온 분말화 공정에서의 분말형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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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Nd 고용 우라늄산화물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분말의 X-선 

회절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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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Eu 고용 우라늄산화물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분말의 X-선 

회절도형

  (2) 저온 산화분말 및 환원분말 황화반응 시험

  고용 핵연료의 선택적 황화반응 실험을 위해 저온산화분말을 사용하여 450℃

에서 600℃까지 10시간 동안 황화반응을 수행하 다. 저온 산화분말로는 Eu 고

용 U3O8을 선정하 는데, 이는 앞에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UO2/Nd2O3 

(U/Nd =67/33) 혼합분말은 Nd2O3 함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Nd 황화

물이 생성되어 특성회절면의 세기가 매우 낮았다. 반면에 UO2/Eu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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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91/9) 혼합분말은 Eu 고용 U3O8과 동일한 U/Nd 비를 가지며 선택적 황

화반응에 의해서  단일상의 회절면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3.3.13은 Eu 고용 U3O8 분말에 대한 황화반응 생성물의 반응온도에 따

른 X-선 회절도형을 나타낸 것으로 Eu 화합물에 대한 생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Eu3S4 및 EuS의 특성 회절면을 함께 나타내었다. 저온 산화분말에서는 Eu 황

화물이 생성되지 않았으며 U3O8 분말의 황화반응을 한 결과와 거의 동일한 회

절면을 보 다. 

 

그림 3.3.13  저온 산화분말의 황화반응생성물 X-선 회절도형

  Eu 고용 U3O8 분말을 저온에서 환원하여  450℃ 및 600℃까지 10시간동

안 황화반응 생성물의 X-선 회절도형을 그림 3.3.14에  Eu3S4 및 EuS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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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회절면과 함께 나타내었다. 고용성분인 Eu 황화물이 생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Eu고용 UO2는 UO2와 동일한 황화물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14  저온 환원분말의 황화반응생성물 X-선 회절도형

  Eu 고용 U3O8 및 UO2 분말의 450℃에서 600℃까지의 황화반응에 의해서 

Eu의 선택적 황화반응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또한 다른 Eu 황화물을 생성되

지 않았다. Eu 고용 U3O8 및 UO2는 순수한 U3O8 및 UO2와 동일한 황화반

응 거동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3) 고온산화분말 황화반응 시험

  고온산화에 의해 생성된 RE 함량이 높은 분말의 황화반응에 의한 RE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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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생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고온에서 황화반응을 수행하 다.

  (U0.67Eu0.33)4O9/U3O8 혼합분말을 600℃와 800℃에서 10시간동안 황화반응

을 하여  생성된 화합물의 X-선 회절도형을 그림 3.3.15에 나타내었다. Eu 

함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U0.67Eu0.33)4O9/U3O8 분말에서도 Eu 황화물이 생

성되지 않았으나, 순수한 U3O8의 600℃에서 황화반응 생성물과는 다른 특성 

회절면이 나타나기 시작하 으며, 800℃에서는 보다 많은 특성 회절면이 나

타나고 600℃에서 나타난 회절면의 세기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 회절면을 JCPDS(Joint Committee on Powder Diffraction 

Standard)의 분말데이터파일로 확인에 의하면 JCPDS 26-0641과 거의 일치

하 다(표 3.3.2). JCPDS 26-0641의 화합물은 orthorhombic 계의 

U2EuS5((U0.67Eu0.33)S1.67)로 본 연구에 사용된 U 및 Eu와 거의 같은 조성을 

가졌다. JCPDS 26-0641은 논문으로 발표되는 않은 것으로 U2EuS5의 황화

반응전의 원료물질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표 3.3.2  분말데이터파일

JCPDS 26-0641 본 연구
2θ Intensity 2θ
21.50 2 21.52
22.04 5 22.09
23.84 30
25.73 100 25.78
26.35 40 26.38
27.33 9
27.86 3 27.92
30.38 2 30.50
32.38 3 32.43
32.80 9
33.22 8
33.76 6
34.56 3
34.92 6
35.58 8

JCPDS 26-0641 본 연구
2θ Intensity 2θ
35.88 35 35.95
36.98 2
37.57 18 37.63
37.78 18
37.98 18
40.28 < 1
40.97 8
41.50 3
41.93 2
43.17 12 43.27
43.80 15
45.02 5
45.33 5
46.18 20 40.69
47.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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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68Eu0.32)4O9/U3O8는 고온에서는 아래와 같이  황화반응은 일어나는 것

으로 여겨진다.

   ① 600℃에서는

       (U0.67Eu0.33)4O9 + CS2 → (U0.67Eu0.33)Sx + (U0.67Eu0.33)OS

       U3O8 + CS2  → UOS

   ② 800℃에서는 

       (U0.67Eu0.33)4O9 + CS2 → (U0.67Eu0.33)Sx

       U3O8 + CS2  → U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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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  Eu 고용 고온 산화분말의 황화반응생성물 X-선 회절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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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69Nd0.31)4O9/U3O8 혼합분말에 대해서도 600℃와 800℃에서 10시간동안 

황화반응을 하 으며, 생성된 화합물의 X-선 회절도형을 그림 3.3.16에 나타

내었다. Nd 함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U0.69Nd0.31)4O9/U3O8 분말에서도 Nd 

황화물은 생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U0.69Nd0.31)4O9/U3O8 혼합분말에서도 

(U0.67Eu0.33)4O9/U3O8 분말과 거의 비슷한 회절면에서 UO2 및 U3O8에서 볼 

수 없었던 다른 특성의 회절면(2θ = 22.06°, 25.58°, 26.06°)이 나타났다.

   (U0.69Nd0.31)4O9분말의 황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황화물과 일치하는 분말데

이터파일은 수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U0.67Eu0.33)4O9의 황화반응과 동일한 반

응이 일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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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Nd 고용 고온 산화분말의 황화반응 생성물 X-선 회절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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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온 산화분말인 Eu 고용 U3O8 및 Nd고용 U3O8 분말을 800℃에서 10시

간동안 황화반응을 시킨 결과에 생성된 화합물의 X-선 회절도형을 그림 

3.3.17에 나타내었다. 이들 분말에서도 Nd 및 Eu 황화물은 생성되지 않았다.

   Eu 고용 U3O8 및 Nd고용 U3O8 분말은 600℃에서는 U3O8과 동일한 황화

반응 거동을 보 지만 800℃에서의 황화반응 생성물은 (U0.67Eu0.33)4O9/U3O8 

혼합분말과 (U0.69Nd0.31)4O9/U3O8 혼합분말의 황화반응 생성물과 동일한 특성 

회절면을 보 다. 고온 산화반응(1200℃)에 의해서 RE 농축 산화물이 생성

되듯이 고온 황화반응(800℃)에 의해서 RE 농축 황화물이 생성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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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 저온 산화분말의 고온 황화반응 생성물 X-선 회절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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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Eu 고용 U3O8 및 Nd고용 U3O8 분말은 800℃에서는 아래와 같은  

황화반응은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U0.91Eu0.09)3O8 + CS2 → (U1-yEuy)Sx + US2

(U0.91Nd0.09)3O8 + CS2 → (U1-yNdy)Sx + US2

   

  이와 같은 고온 황화반응에서의 RE 농축 황화물은 UO2/Eu2O3 혼합분말을 

사용하여 800℃에서 황화반응을 시킬 경우에도 생성되었다. 그림 3.3.18은 이

들 반응생성물의 X-선 회절도형으로 앞에서와 동일한 Eu 농축상  X-선 회

절면을 가졌다. 즉,  UO2와 Eu2O3는 800℃에서 각 반응물에 대응한 황화반

응 화합물뿐만 아니라 UO2와 Eu2O3가 반응하여 RE 농축상의 (U1-yEuy)Sx가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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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UO2/Eu2O3 혼합분말의 고온 황화반응 생성물의 X-선 회절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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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온산화후 환원분말 황화반응 시험

  본 실험에서는 Eu 고용 고온산화분말((U0.67Eu0.33)4O9/U3O8))을 700℃에서 

환원하여 생성된  분말((U0.67Eu0.33)O2/UO2))을 사용하여 저온에서 황화반응

실험을 하 다. 반응온도는 450∼550℃에서 10시간동안 수행하 으며 반응생

성물의 X-선 회절도형을 그림 3.3.19에 나타내었다. 

  (U0.67Eu0.33)O2/UO2 혼합상은 회절 역이 겹쳐서 MO2로 표시하 다.  순수

한 UO2 분말에서는 450℃에서는 UOS가 생성되지 않았으나 고온산화후 환

원분말에서는 순수한 UO2 분말에서 생성된 UOS와 거의 동일한 회절면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500℃에서는 동일한 회절면의 강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50℃에서는 생성되는 UOS 회절면(그림은 MOS로 표

시)은 (U0.67Eu0.33)4O9 만이 황화반응을 하여 (U0.67Eu0.33)OS 상으로 전화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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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  Eu 고용 고온 산화후 환원분말의 황화반응 생성물 X-선 

회절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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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황화반응 시험 결과 분석 및 평가

  희토류산화물/우라늄산화물 혼합분말에서는 저온(450℃)에서 선택적 황화

반응에 의해 희토류황화물이 생성되었다. 이는 희토류 고용 우라늄산화물에

서 산화처리에 의해서 희토류산화물과 우라늄 산화물로 완전히 상분리가 되

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온산화에 의

해서 상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고온산화에 의해서도 희토류 농축상만 생

성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범위에서는 희토류 고용 우라늄산화물에서는 희토류의 선

택적 황화반응에 의한 상분리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저온 산화분말 및 저

온 환원분말에서는 반응온도 600℃까지는 우라늄산화물과 동일 황화반응 거

동을 보 으며, 반응온도 800℃에서는 RE 농축 우라늄황화물과 US2가 생성

되었다. 

  고온 산화처리에 의해 생성된 희토류 농축 (U,RE)4O9상과 U3O8상의 혼합

물은 황화반응 온도 600℃에서 희토류 농축 우라늄 황화물과 UOS상이 생성

되었다. 고온 산화분말을 환원처리하여 생성된 희토류 농축 (U,RE)O2상과 

UO2상의 혼합물은 반응온도 450℃에서 희토류 농축 우라늄산화물은 희토류 

농축 우라늄 산황화물(oxysulfide)로 전화되고 UO2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자성분리를 위해서 분리하는 물질사이의 자화율 차이가 커야 분리효율이  

높일 수 있다. 표 3.3.3은 실험에 사용된 순수한 산화물 및 황화물의 자화율

을 문헌에서 참고하여 나타낸 것으로 자화율이 가장 낮은 U3O8은 황화반응

에 의해 UO2로 환원되므로 자화율이 커지게 된다. 

  고온 산화분말은 희토류 농축 우라늄황화물과 재활용 대상인 UOS다. 순

수한 α-US2의 자화율은 UOS보다 낮다. 희토류 농축 황화물에 대한 자화율 

자료는 없지만 RE가 농축되어있기 때문에  α-US2보다는 자화율이 높을 것

으로 추정된다. UOS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산화처리를 하여도 450℃에서 

UO2SO4, 450℃이상에서는 U3O8과 UO2SO4가 함께 생성되기 때문에 우라늄 

산화물로는 재활용할 수 없게 된다[3.3.5-6].

  고온산화 후 환원한 분말의 제거대상인 희토류 농축 우라늄 산황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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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sulfide)의 자화율은 UOS의 자화율이 UO2의 자화율보다 높듯이 UO2 

보다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Y, Hinatsu와 T. Fujino의 연구에 의하면 Nd 

고용 UO2는 UO2 보다 자화율이 높으며 Nd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짐을 

보 다[3.3.7]. 따라서  희토류 농축 우라늄 산황화물(oxysulfide)의 자화율은 

UOS의 자화율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표 3.3.3  희토류 및 우라늄화합물의 자화율[3.3.1]

산화물 자화율(10
-9
, ㎥/kg) 황화물 자화율(10

-9
,
 
㎥/kg)

Nd2O3 30.31 Nd2S3  14.43

Eu2O3 28.70 EuS 129.33

UO2

U4O9
[3.3.2]

U3O8
[3.3.3]

 8.74 

 7.15

 0.95

UOS
[3.34.]

α-US2

 12.26

  1.04

2. 휘발 특성 시험 및 분석

 가. 특성 시험

  (1) 모의 사용후핵연료 제조 

  모의 사용후 핵연료는 연소도 60,000 MWD/MTU의 사용후핵연료를 모사하

다. 모의 사용후 핵연료에 첨가되는 불순물의 양은 ORIGEN-2 코드로 계산

하 으며 기체상은 제외하 다(표 3.3.4). 모의 사용후핵연료 소결체는 불순물

(대체산화물)을 천연 UO2 분말(ADU, 평균입도 : 2.91 ㎛, 비표면적 : 5.27 g/

㎠)에 첨가하여 일련의 핵연료 제조공정인 분쇄, 혼합, 성형, 소결 단계를 거쳐 

제조하 다. 균일한 조성의 혼합분말을 얻기 위해서 습식 attrition 미분쇄를 하

으며, 혼합분말의 성형체를 Ar-4%H2 분위기하에서 1700℃에서 6시간 동안 

소결하 다. 모의 사용후핵연료 소결체의 도 및 결정립 크기는 각각 10.46 

g/cm3 및 8 ㎛ 이 으며 이를 본 실험에 사용하 다. 모의 사용후핵연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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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Mo-Ru-Rh-Pd는 합금형태(그림 3.3.20)로 생성되며 이러한 화합물은 

사용후핵연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표 3.3.4  모의 사용후핵연료 제조에 첨가된 대체산화물 종류 및 조성

핵종 대체산화물 핵종조성(at.%)

Mo

Ru(Tc)*

Rh

Pd

Te

Ba

Sr

Y

Zr

La

Ce(Pu, Np)* 

Nd(Pr, Sm)* 

U

MoO3
RuO2
Rh2O3
PdO

TeO2
BaCO3
SrO

Y2O3
ZrO2
La2O3
CeO2
Nd2O3
UO2

 1.437

 1.325

 0.128

 0.564

 0.159

 0.456

 0.422

 0.218

 1.628

 0.368

 2.257

 1.645

89.394

      * 
Fission product in parenthesis was replaced by the fission product in the front of pare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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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0  모의 사용후핵연료 소결체내의 금속석출물 형상

  (2) 고온산화실험

    모의 사용후핵연료(Simfuel) 소결체를 500℃에서 5시간 산화하여 분말화하

여 금속석출물과 반응성이 없는 알루미나 용기에 시료를 넣은 후에  800℃, 

1000℃, 1200∼1500℃로 고온산화를 4시간동안 수행하 다. 

 나. 휘발 특성 분석

   고온 산화처리에 따른 금속석출물(Mo-Ru-Rh-Pd) 및 Te의 휘발량을 측정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시료처리를 한 후에 화학분석을 하 다. 

    - 각 시료를  0.2 g씩 채취하여 증류수 5 mL로 적셔준다.

    - 진한 질산 2 mL(총 10 mL)씩 넣고 가열하여 장시간 반응시킨다.

    - 진한 염산 3 mL를 넣고 완전히 용해시킨다.

    - 완전히 용해되면 25 mL Volume  플라스크에 증류수로 make-up 한다.

    - Mo, Ru, Pd 및 Rh 분리는 양이온 교환수지를 이용하여 분리,  Nd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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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이온 교환수지를 이용하여 분리한다.

    - Te는 TBP용액을 이용하여 분리하 다. 

    - 우라늄으로부터 분리한 각 원소들의 농도는 ICP-AES로 분석하 다. 

  고온 산화처리에 따른 각 원소들의 휘발특성은 산화처리온도에서의 비휘발성 

원소인 Nd와의 원자비로 계산하여 그림 3.3.21에 나타내었다. Ru 및 Rh는 부적

합한 시료처리에 의해서 계측범위이하로 측정되었다. Mo, Pd등은 약 1200℃에

서는 약 30%정도로 휘발이 되었으며 90% 이상 휘발하는데 필요한 산화처리온

도는 Pd는 1400℃, Mo는 1500℃ 다. Te는 약 800℃에서 약 15% 정도로 휘발

되며 1100℃에서는 90% 이상이 휘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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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고온산화처리후의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내 준휘발성 

원소들의 휘발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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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연구개발 목표를 100% 달성하 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핵연료산화물의 황화반응 열역학적 자료수집 및 특성분석(UO2 및 U3O8)   

    자료 확보

    - 열역학적자료 수집/분석 및 U-O-S(300∼800℃) 상태도 확보 

    - 핵연료산화물의 황화반응생성물의 Gibbs 자유에너지 변화 분석

    - Gibbs 자유에너지 이용 최적 황화제 선정 : CS2

    - 황화제로 소듐 polysulfide 검토 : 용융 또는 기계적 혼합사용에만 적합

 ◦ 핵분열생성물의 산화 및 환원반응 열역학적 자료수집 및 특성분석

    (Nd 등의 희토류 원소) 자료 확보

    - Ellingham 상태도 작성 및 핵분열생성물의 상분석 및 산화반응시에     

      상변화 분석

    - 저융점 및 기화성 산화물 핵분열생성물의 산화/환원반응시 평형증기압   

      자료구축, 휘발계수 자료확보, 산화/환원반응 조건선정

    - Ellingham 상태도 작성 및 핵분열생성물의 산화시에 상변화 분석

    - 희토류계의 M-O-S 상태도 확보

    - 희토류산화물의 황화반응생성물 Gibbs 자유에너지 자료 구축 및

      온도에 따른 반응성 정도 자료 확보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황화반응 특성시험 및 분석 기술수립

     - 우라늄산화물의 황화반응 온도에 따른 생성물 특성자료 구축 및 선택적  

       황화반응 온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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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토류산화물의 황화반응 온도에 따른 생성물 특성자료 구축

     - 희토류 및 우라늄산화물의 선택적 황화반응 온도조건 수립

     - 희토류 고용 핵연료의 고온산화시 상변화 특성자료 구축 

     - 희토류 고용 핵연료의 황화반응 생성물 특성자료 확보

     - 고온산화공정의 휘발특성 자료 확보  

2.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반응성 기체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내 핵분열생성물 제어에 대한 기술은 많

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료 및 기술은 기초적인 것으로 

사용후핵연료내 핵분열생성물 제어에 대한 기초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얻은 희토류 및 우라늄산화물의 선택적 황화반응 조건은 사용후핵연료

로부터 희토류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에 유용한 기술로 사용될 수 있으나 현재

까지는 희토류의 완전 상분리 기술이 확보되지는 않고 있다. 희토류 고용 우라

늄산화물의  고온 산화후에 이를 다시 환원한 분말은 저온에서 희토류 농축 우

라늄산화물상만이 황화반응이 일어나나 자성분리를 위해서는 자화율과 같은 자

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과정에서 획득한 고온산화에 의한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휘발특성

자료 및 희토류 상분리 기술은 앞으로 핵분열생성물 제어 연구에 대한 기초자

료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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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SFR 핵연료로 산화물, 금속, 질화물 핵연료가 고려되고 있으며, 모두 재순환 

핵연료주기(recycling)를 바탕으로 한 초우라늄(TRU) 함유 고연소도 핵연료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GEN-IV SFR) 노형 선

정에 따른 SFR용 산화물 핵연료의 기초 기술, 악티나이드 재순환 핵연료의 기

초 기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핵연료산화물의 황화반응 열역학적 자료수집 및 특성분석(UO2 및 U3O8)  

   자료 

  우라늄산화물 상에 따른 황화반응시에 안정도, 반응성 정도 및 적합한 황화

제에 대한 열역학적 자료는 앞으로 ADOF(Advanced Dirty Oxide Fuel) 연구

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핵분열생성물의 산화 및 황화반응 열역학적 자료수집 및 특성분석

    (Nd 등의 희토류 원소) 자료 

  산화 및 환원반응에 대한 열역학적 자료는 핵분열생성물의 제어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저융점 및 고융점 핵분열생성물을 모두 제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온산화처리법이 적합하 다. 희토류산화물의 황화반응시에 반응

역 및 반응성 정도의 열역학적 자료는 앞으로 ADOF(Advanced Dirty Oxide 

Fuel)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황화반응 특성시험 및 분석

  희토류/우라늄산화물 혼합물의 선택적 황화반응 조건, 고온 산화후 환원에 

의해 생성된 RE 농축 (U,RE)O2/UO2 혼합물의 선택적 황화반응에 대한 기초기

술을 수립하 다. 또한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고온 산화조건하에서 금

속석출물의 휘발거동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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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RE 농축 (U,RE)OS로 부터 UO2의 분리를 확

인하기 위해서 자화율 측정을 포함한 자기분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

다.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자기분리에 대한 시험은 2006년 원자력 국제

협력기반조상사업(GEN-IV분야)의   “제4세대 소듐냉각 핵변환 원자로 개념설

정” 과제에서 계속해서 수행할 예정이다.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자기분

리에 대한 시험에서 얻은 결과를 본 연구에서 확보한 기초기술과 연계하여 

ADOF(Advanced Dirty Oxide Fuel) 핵연료의 성능 향상, GEN-IV SFR 핵연

료 및 악티나이드 재순환 핵연료의 제조에 활용할 예정이다.  

 ◦모의 시료 및 실제시료의 평가결과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의시료와 실제시료의 평가결과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실험의 단순화를 위

해 UO2 핵연료 분말에 해당 원소(Nd 또는 Eu)만을 첨가하는 대신에 UO2 핵

연료 분말에 사용후핵연료내 안정 상태로 존재하는 핵분열생성물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들(12종 : Nd, Zr, Ce, Mo, Ru, Ba, Pd, La, Sr, Te, Y, Rh)을 첨가

하여 보다 사용후핵연료 조성에 가까운 모의 시료를 만드는 방안이 있다.

 ◦후속연구계획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2005년 원자력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제4세대 소듐

냉각 핵변환 원자로 개념설정” 과제의 핵연료 분야 연구로 계속 추진하고 있

으며, 향후 GEN-IV 관련 선진기술확보사업의 핵연료분야 연구로 추진할 계획

이다.



- 80 -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2.2.1] N. Sato and S. Sato, "Selective Sulfurization of Uranium and 

Rare-Earth Oxides Using H2S and CS2," Korea-Japan Workshop on 

Nuclear Pyroprocessing, Seoul, Korea, Oct. 23-24(2003).

[2.2.2] S. Sato, K. Mitsuhashi, T. Ohara and N. Sato, "Study on 

Applicability of High Gradient Magnetic Separation to Spent Fuel 

Reprocessing(III)," Autumn Conference, JNS, Japan, Sept. 24-26, 

498(2003). 

[2.2.3] 이정원 등,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DUPIC 핵연료 제조 

및 공정기술개발", KAERI/RR-2234/2001, (2001).

[3.1.1] A, Roine, Outokumpu HSC Chemistry for Windows, Version 5.1,  

Outokumpu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02).

[3.1.2] D. Dewally and P. Perrot, "Proprieties Thermodynamiques et Domaine 

d'Existence de l'Oxysulfure d'Uranium," Compt. Rend. C278, 

1285-1287(1974).

[3.1.3] N. Sato, H. Masuda, M. Wakeshima, K. Yamada, and T. Fujino, 

"Synthesis, Crystal Structure Refinement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Uranium Oxysulfide, UOS," J. Alloys Compd., 265, 115-120(1998).

[3.1.4] D. Cater and P. W. Gilles, The Vaporization , Thermodynamics, and 

Phase Behavior of Uranium Monosulfide, ANL Rep., ANL-6140, 

(1960).

[3.1.5] S. Hirai, K. Shimakage, Y. Saitou, T. Nishimura, Y. Uemura, and M. 

Mitomo, "Synthesis and Sintering of Cerium(III) Sulfide Powders," J. 

Am. Ceram. Soc., 81, 145-151(1998).

[3.1.6] M. Ohta, H. Yuan, S. Hirai,Y. Uemura, and K. Shimakage, 

"Preparation of R2S3 (R: La, Pr, Nd, Sm) Powders by Sulfurization of 

Oxide Powders Using CS2 Gas," J. Alloys Compd., 374, 



- 81 -

112-115(2004).

[3.1.7] M. Skrobian, N. Sato, and T. Fujino, "Thermogravimetric Study of 

the Reduction and Sulfurization of Nd2(SO4)3 Using Carbon Disulfide," 

Thermochim. Acta., 249, 211-219(1995).

[3.2.1] T. B. Lindemer and T. M. Besmann, "Chemical Thermodynamic     

Presentation of UO2±x," J. Nucl. Mater., 130, 473-488(1985).

[3.2.2] 박광헌 등, "핵연료제조 및 품질관리; 핵연료내 핵분열생성물의 형태 및 

거동연구," KAERI/CM-062/95, (1995).

[3.2.3] R.B. Bird, Transport Phenomena, John Wiley & Sons (1960).

[3.2.4] 이정원 등,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기술개발: 핵연료 원격

제조기술개발," KAERI/RR-2524/2004, (2004).

[3.2.5] C.E.L. Hunt, F.C. Iglesias, D.S. COX., N.A. Keller, R.D. Barrand, J.R. 

Mitchell, R.F. O'Connor, "UO2 Oxidation in Air or Steam-Release or 

Retention of the Fission Products Ru, Ba, Ce, Eu, Sb and Nb," CNS 

8th Annual Conference, (1987).

[3.2.6] DATABASE MALT II, Thermo-Measurement Soc., (1987).

[3.3.1] D. R. Lide, Handbooks of Chemistry and Physics, 84th Edition, CRC 

Press, (2004).

[3.3.2] K. Gotoo, S. Nomura and K. Naito, "Study on U4O9 - Part II. 

Magnetic Susceptibility of U4O9," J. Phys. Chem. Solids, 26, 

1679-1684(1963).

[3.3.3] G. V. Samsonov, The Oxides Handbook, 2nd Edition, IFI/Plenum Data 

Company, (1982).

[3.3.4] G. Amoretti, A. Blaise, M. Bonnet, R. Caciuffo, P. Erdos, N. Noel and 

P. Santini, "Neutron Spectroscopy and Anisotropy of the Magnetic 

Properties of UOS: Interpretation in a Crystal-Field and 

Molecular-Field Model," J. Magn. Magn. Mater., 139, 339-346(1995). 

[3.3.5] K. M. Dunaeva, E. A. Ippolitova, G. D. Khrustaleva, "Investigation of 

the Oxidation of Uranium Oxisulfide," ANL-Trans-33, 260-272(1961).

[3.3.6] M. Paljevic. Z. Ban, Z. Despotovic and L. Omejec, "Interaction 



- 82 -

between Uranium Sulphides and Oxygen," J. Nucl. Mater., 50, 

200-206(1974). 

[3.3.7] Y, Hinatsu and T. Fujino, "Magnetic Susceptibility of UO2-Nd2O3 

Solid Solutions," J. Solid State Chemistry, 73, 388(1988).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2602/2005 

    제목 / 부제 

사용후핵연료 핵분열생성물의 황화반응 특성 조사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이 정원(건식공정핵연료기술개발부)

연 구 자 및 부 서 명 양명승, 박근일, 김웅기, 이재원 

 출 판 지 대 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5.11

 페 이 지  82 p.   도  표     있음(○), 없음(   )    크  기     A4 

 참고사항  

 비 여부  공개(○), 대외비(   ), __ 급비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초록 (15-20줄내외)

사용후핵연료 내의 핵분열 생성물 제어를 위해 황화반응을 이용한 핵분열생성물의 열역

학적 거동 특성 조사를 하 다. 핵연료 산화물의 황화반응 열역학적 자료수집 및 특성

분석, 핵분열생성물의 산화 및 황화반응 열역학적 자료수집 및 특성분석, 모의 사용후핵

연료의 황화반응 특성시험 및 분석 기술수립을 하 다. 우라늄 및 희토류산화물의 황화

반응에 대한 M-O-S 상태도 및 Gibbs 자유에너지 변화(△G°)와 같은 열역학적 특성 자

료를 비교분석하여 희토류산화물과 희토류황화물의 선택적 반응이 가능한지를 조사하

다. 희토류산화물은 400∼450℃에서 황화반응에 의해서 RE2O2S 또는 RExSy로 전환되었

으며, 우라늄산화물은 이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우라늄산화물은 500℃에서 

우라늄산황화물 황화반응이 개시되었다. 따라서  희토류/우라늄산화물 혼합물 및 희토류 

고용 우라늄산화물의 선택적 황화반응온도를 450℃로 설정하 다. 희토류/우라늄산화물 

혼합물의 경우에는 450℃에서 희토류와 우라늄산화물간의 반응 없이 희토류산화물만이 

희토류황화물 및 희토류산황화물로 전환되었다. 고온 산화후 환원분말에서는 선택적 황

화반응에 의해서 희토류 농축 우라늄 산황화물이 생성되었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사용후핵연료, 모의핵연료, 핵분열생성물, 상분리, 휘발특성, 
 희토류, 황화반응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RR-2602/2005 

   Title / Subtitle 
Thermochemical Study on the Sulfurization of Fission Products 

 in the Spent Nuclear Fuel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Jung Won LEE

( Dry Process Fuel Technology Development Division)

  Researcher and 

    Department M.S.Yang, G.I.Park, W.K. Kim, J.W.Lee

 Publication

  Place 
Daejon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05.11

  Page   82 p.   Ill. & Tab.   Yes(○), No (  )     Size    A4

  Note  

 Classified
 Open(○),  Restricted(   ),

 ___ Class Document
  Report Type  Research Repor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15-20 Lines)

The thermodynamic behavior of the sulfurization of Nd, and Eu element, which are 

contained in spent nuclear fuel as fission products was investigated through (1)  

collection and properties analysis of thermodynamic data in sulfurization of uranium 

oxides, (2) thermodynamic properties analysis for the oxidation and reduction of 

fission products, and (3) test and analysis for sulfurization characteristics of Nd and 

Eu oxide. And also, analysis on thermodynamic data, such as M-O-S phase stability 

diagram and changes of Gibbs free energy for sulfurization of uranium and Nd2O3 

and Eu2O3 were carried out. Nd2O3 and Eu2O3 are sulfurized into Nd2O2S and Eu2O2S 

or NdySx and EuySx at a range of 400 to 450℃, while uranium oxides, such as UO2 

and U3O8 remain unreacted up to 450℃. Formation of UOS at 500℃ is initiated by 

sulfurization of uranium oxides. Hence, reaction temperature for the sulfurization of 

the Nd2O3 and Eu2O3 was selected as a 450℃.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Thermodynamic behavior, Sulfurization, Simulated fuel, 
  Fission products, Phase transformation, Volatile properties


	표제지
	제출문
	최종연구보고서 초록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
	제 2 절 기술현황분석
	제 3 절 세부 기술사항의 검토 분석결과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핵연료산화물의 황화반응 열역학적 자료수집 및 특성분석
	1. U-S-O 상태도 작성
	2. 황화제 선정

	제 2 절 핵분열생성물의 산화 및 환원반응 열역학적 특성 분석
	1. 상변화 특성 분석
	2. 휘발 특성 분석
	3. 핵분열생성물의 황화반응 열역학적 특성 분석

	제 3 절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황화반응 특성 시험 및 분석
	1. 상변화 특성 시험 및 분석
	2. 휘발 특성 시험 및 분석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