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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LiCl-Li2O 용융염에서 환원된 금속전환체로부터 잔류염의 분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원자력연구소 사용후핵연료 관리․이용 기술개발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ACP))의 주요 단위공정인 전해환원 공정에서 생산된 미

세 금속분말로부터 잔류염을 분리하는 방안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염증류 장치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전해환원 

공정의 전해욕인 LiCl-Li2O 용융염과 아울러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에 기인하는 

염 구성 성분도 고려하여 대용물질군을 구성하고 실험적 평가를 수행하여 염분

리 기준을 수립하고 관련 실험자료를 확보한 것은 ACP 공정 실증에 앞서 반드

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전해환원된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체에 포함된 잔류염의 물리

적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대용물질군을 구축하고 휘발에 의한 염분리 방안을 

제시하고 실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ACP 실증에 대비한 자료 구축과 아울러 염

증류장치 설계 기준을 제시하 다. 열중량 분석기와 시차 주사 열량분석기를 이

용하여 잔류염 구성 성분간 상호작용과 휘발 특성을 분석하 으며, 이를 바탕으

로 염증류 장치 시제품을 설계/제작하 다. 도출된 염분리 방안은 전해환원공정

의 inactive test에서 제조된 금속 전환체를 대상으로, 염증류 장치 시제품과 

ACPF에 설치된 Smelter의 운전을 통하여 검증 평가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ACP 전해환원 공정에서 생산된 미세 금속 분말에 포함된 잔류염 분리실험의 

대용물질군은 PWR 사용후핵연료의 구성성분과 전해환원공정의 매질인 

LiCl-Li2O 용융염을 고려하여 U, LiCl, Li2O, CsCl, SrCl2, 그리고 Y2O3로 구성하

고, 구성성분간 상호작용과 휘발 특성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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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주사 열량분석기를 사용한 실험에서 LiCl의 녹는점 내림을 초래하는 

LiCl-Li2O와 LiCl-SrCl2의 공용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Li2O와 SrCl2의 LiCl과

의 공휘발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이들과 LiCl의 공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열분석기를 사용한 일련의 실험결과, 사용후핵연료의 전해환원 과정에 기

인하는 염화물계 잔류염과 Li2O는 우라늄과 Y2O3로부터 945 ℃ 이하의 온도에서 

휘발 분리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출된 염분리 조건을 기준으로, 가열부, 염회수부, 반응분위기 제어부로 구성

되는 염증류장치 시제품을 제조하 다. LiCl-Li2O 용융염에서 전해환원법으로 제

조한 우라늄 금속에 함유된 잔류염을 대상으로 진공배기 + 알곤가스 공급, 진공, 

알곤 가스 분위기에서 장치 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진공배기 + 알곤가스 공급 

조건이 염휘발 속도 증진과 장치 보호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었

다.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관련공정인 smelting 공정의 운전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1) 휘발에 의한 잔류염 제거, 2) 금속분말의 용융, 3) 금속잉곳으로의 

고화.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연구개발결과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의 실증을 위해서는 필수적

이며, 실제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정 및 장치개념은 한국원자력연구소 ACPF 

핫셀에 설치된 Smelter의 설계 및 공정 운전절차 설정에 적용되었다. 잔류염의 

효과적인 분리 방안의 개발과 관련 실험 자료의 축적은 분리 회수된 염의 재활

용을 위한 후속 연구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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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Residual Salt Separation from the Metal Products Reduced in a LiCl-Li2O 

Molten Salt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is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to devise a method and to design and 

manufacture prototype salt distillation apparatus for the separation of residual 

salt from the fine metal powders produced from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process which is the main unit process of the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ACP) of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Setting the criteria for salt separation and securing the experimental data by 

using surrogate materials are very important for the successful hot cell 

demonstration of the ACP.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n this study, the surrogate materials system was established to simulate 

the physical behaviors of residual salts included in electrochemically reduced 

spent fuels. Salt separation by vaporization was proposed and experimentally 

evaluated suggesting the design criteria of a salt distillation apparatus and 

securing the data for ACP demonstration. Interactions between salts and 

vapor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m were investigated by thermogravimmetry 

and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respectively. Accordingly, a prototype 

salt distillation apparatus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The proposed salt 

separation concept was evaluated by the operation of the prototype salt 

distillation apparatus and the smelter installed in the ACPF hot cell. The 

metal products produced in the inactive test of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process were used in th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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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 of Project

   The surrogate material matrix for the experiments of residual salts 

occluded in the metal products of electrochemically reduced spent fuels were 

consist of U, LiCl, Li2O, CsCl, SrCl2, and Y2O3 considering PWR spent fuels 

and the molten salt electrolytes of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process. The 

interaction between constituents and their vaporization characteristics were 

thoroughly investigated.

   The eutectic melting of LiCl-Li2O and LiCl-SrCl2 causing the melting 

point lowering of LiCl was found by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experiments. The co-vaporization of Li2O and SrCl2 with LiCl was observed 

and related to their eutectic melting with LiCl. A series of experiments using 

thermogravimmetry confirmed that chloride residual salts and Li2O could be 

separated from U and Y2O3 below 945 
o
C.

   Based on the proposed salt separation criteria, a prototype salt distillation 

apparatus consists of a heating part, a salt recovery part, and a reaction 

atmosphere control part was manufactured. Performance tests using residual 

salts occluded in uranium metal produced by a electrochemical reduction in a 

LiCl-Li2O molten salt were carried out in vacuum outlet + Ar gas inlet, 

vacuum, and Ar gas atmosphere, respectively. Meeting the requirements of a 

salt vaporization rate and reliability of the apparatus, vacuum outlet + Ar gas 

inlet was chosen for the operation condition. The related smelting operation 

procedure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results as follows: 1) 

removal of residual salts by vaporization, 2) melting of metal powder, 3) 

solidification to ingot form.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project are essential for the successful demonstration 

of the ACP. Actually, the process and apparatus concept proposed in this 

project was applied to the design and establishment of operation procedure of 

the Smelter installed in ACPF hot cell of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a effective method for the res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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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ion and the securing the related experimental data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following research for the utilization of the recovered sa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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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97년 이래로 경수로 발생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

기 위한 건식공정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이용 기술개발(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ACP))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 ACP 공정에 의

하여 산화물은 금속으로 환원되며, Cs, Sr 등의 고방열 핵종은 염에 녹아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분리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사용후 핵연료의 발열량, 부피 

및 방사능은 약 1/4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ACP 공정은 1) 산화물 형태 사용

후 핵연료 집합체의 dry decladding과 air voloxidation, 2) 산화물 분말 형태 사

용후 핵연료의 금속분말 형태로의 전해환원, 3) smelting에 의한 금속분말의 금

속 ingot으로의 제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CP 전해환원 단계는 LiCl-Li2O 용융염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전해셀에서 이

루어진다. 이러한 금속전환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알칼리와 알칼리 토

금속 원소들은 염화물로 전환되어 염에 용해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금속 전환

된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분리되게 되며, 이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금속전환체의 

방사능이 감소되게 되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전해환원 시스템에서는 용

융염에 녹아있는 Li2O의 in situ 전해에 의하여 생성된 Li가 전해 셀의 환원전극

부 마그네시아 용기에 담긴 사용후핵연료 산화물과 반응하여 이를 금속으로 전

환시킨다. 이 결과 Li는 Li2O로 산화되고, 환원전극부 마그네시아 용기 내에 축

적되는 현상이 실험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해 셀에서 회수된 금속 

전환체에 함유된 잔류 염은 30 ∼ 40 wt%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된 Li2O도 

공정 운전조건에 좌우되지만 염의 3 wt% 이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 LiCl-Li2O 

잔류염과 염에 용출된 사용후핵연료 고방열 핵종인 CsCl, SrCl2 등은 금속전환체

의 smelting 공정에 앞서 분리되어야만 한다. 분리된 염은 재사용을 위하여 전해 

셀로 재순환되거나, 염 폐기물 처리공정으로 보내지게 된다.

   예정되어 있는 ACP 공정실증에 앞서, 사용후핵연료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대용물질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실증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모의실험은 수행되어야만 한다. 미국 Argonne National Laboratory는 전해 정련

된 사용후 핵연료를 대상으로 염 분리에 관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2, 3]. 하지만 이러한 'Cathode Process'에서는 선행공정인 전해정련 공정이 

LiCl-KCl 공융염상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염화물 상태 염의 분리만 고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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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ACP의 염 시스템,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Li2O와 미환원된 희토류 산

화물을 고려한다면, 차별화된 접근법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전해 환원된 사용후 핵연료 금속 전환체에 포함된 잔류염의 물리적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대용 물질군을 구축하고 휘발에 의한 염 분리 방안을 제시하고 

한편, 열중량 분석기와 시차 주사 열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잔류 염 구성 성분간 

상호작용과 휘발 특성을 분석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염 증류 장치 시제품을 설

계/제작하 다. 또한 도출된 염 분리 방안을 전해환원공정의 inactive test에서 제

조된 금속 전환체를 대상으로 염 증류 장치 시제품과 ACPF에 설치된 Smelter의 

운전을 통하여 검증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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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대용물질을 사용한 염휘발 분석

1. 대용물질

   ORIGEN II 코드로 ACP 공정에서 처리되어야 할 3.5% 
235
U 농축도, 10 년의 

냉각기간, 43,000 MWd/tU 연소도의 기준 PWR 사용후 핵연료의 조성이 계산되

었다. 전해환원 공정과정에서의 화학적 거동을 고려한다며, 사용후 핵연료의 구

성성분은 크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다: (a) 우라늄 (U), 초우라늄 원

소 (TRU), (b) 알칼리 금속 (AM)과 알칼리 토금속 (AEM)을 포함하는 핵분열 

생성물, (c) 희토류 (RE), 그리고 (d) 귀금속 원소 (NM). Table 1은 ACP 

voloxidation 단계가 끝난 후의 산화물 형태 사용후 핵연료에 포함된 주요 성분

의 방사능과 무게를 나타내고 있다. 전해환원 과정을 거치면, 99% 이상의 U, 

TRU, 그리고 NM은 금속분말 형태로 전환되게 된다. 고방열 핵종인 알칼리와 

알칼리 토금속 산화물은 전해환원 단계에서 화학적으로 염화물로 바뀌게 된다. 

Li에 의하여 환원되지 않는 희토류 산화물은 LiCl-Li2O 용융염에서의 낮은 용해

도 때문에 그 대부분이 금속전환체 내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환원된 금속 전

환체에 함유된 잔류염의 대부분은 전해환원 공정의 반응매질로 사용되었던 

LiCl-Li2O이다.

Table 1  Key Components in the Reference Spent Fuel

 Element U Cs Sr Y

 Radioactivity (%) Negligible 24.0 14.9 14.9

 Weight (%) 95.1 0.003 0.001 0.0006

   ORIGEN II 코드로 계산된 ACP 공정의 질량 수지에 따르면, 환원된 금속의 

약 96%는 U 금속이다. 따라서, 사용후 핵연료 금속 전환체의 거동을 모사할 대

용물질로 천연 우라늄 금속분말을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다. LiCl (Alpha, 

99.95%)와 Li2O (Cerac, 99.5%) 염이 잔류되어 있는 이 천연 우라늄 금속분말은, 

천연 U3O8 분말을 공급물질로 하여 650 ℃ LiCl-3 wt% Li2O 용융염상에서 진행

된 전해환원 공정으로 생산되었다. 염화물로 전환된 Sr의 거동은 SrCl2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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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5%)를 사용하여 조사하 다. 염분리 과정에서 RE의 거동은 Y2O3 (Rare 

Metallic, 99.99%)를 사용하여 조사하 다. Table 2는 대용 물질군과 CsCl의 물리

적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the Target Materials

Element U CsCl SrCl2 LiCl Li2O Y2O3

m.p. (℃) 1132 646 868 613 1570 ~2410

b.p. (℃) 3930 1303 2056 1360 - -

2. 열분석실험 및 공정분석

   실험 샘플의 녹는점은 시차주사 열량분석법 (DSC)으로 측정되었다. 그 분석

은 Seiko EXSTAR DSC 6300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온도 scan 과정에서의 

염 휘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hermetically sealed stainless steel' 팬을 사용하

다. 상온에서 900 ℃까지의 가열 scan 후에 in situ로 900 ℃에서 상온까지의 냉

각 scan을 수행하 으며, 샘플의 고화에 기인하는 열방출을 온도의 함수로 측정

하 다. 모든 DSC 실험은 ‘static air’ 분위기에서 수행하 다.

   휘발에 관한 정량적 분석은 열중량 분석법 (TG)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TG 

분석은 보호 rod와 알루미나 팬이 장착된 Setaram 92-18 열중량 분석기에서 이

루어졌다. 온도 scan은 상온에서 1,400 ℃까지 50 ml/min의 알곤 가스 흐름 분위

기에서 수행하 으며, 샘플의 휘발에 기인하는 열중량 감소를 온도의 함수로 측

정하 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샘플은 화학적 반응성이 강한 물질들을 취급하기 위한 

알곤 가스 분위기의 로브 박스에서 준비되었다. 샘플의 무게는 모든 경우에 20 

mg이었다.

   습식공정과는 달리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건식공정에서는 물을 용매를 

사용한 분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건식 공정이 가지는 장점 중 하나는 

물을 용매로 사용하지 않는 공정 개념에서 기인하는 향상된 임계 안정성이다. 따

라서 Argonne National Laboratory의 ‘Cathode Process'에서는 전해정련된 금속



- 5 -

체로부터 잔류염을 분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온 휘발법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도 ACP의 전해환원된 금속전환체로부터 잔류 염을 분리하기 위한 방법으

로 휘발 분리법의 타당성을 조사하 다.

   Fig. 1은 대용 물질군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열역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되었다 [4, 5]. 대상 염 중 주성분인 LiCl의 경우

에는 900 ℃ 이상의 온도에서 급격한 증기압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CsCl은 조

사된 온도 범위에서 LiCl보다 약간 높은 증기압을 나타낸다. LiCl과 CsCl과 비교

하면 U 금속의 증기압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증기압을 나타내며, 따라서 금속

/염 분리를 위한 휘발 분리법의 타당성을 증명해 주고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대용물질의 휘발거동은 방사성 핵종의 휘발거동과 일치한다고 가정하 다.

Fig. 1. Vapor pressure changes of CsCl, LiCl, Li2O and U with 
the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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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2O도 LiCl-Li2O의 구성성분으로서 반드시 U 금속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한

다. 그러나, 고체 Li2O의 증기압은 심지어 액체 U 금속보다도 낮다. 예를 들어, 

1,230 ℃에서 CsCl (l), LiCl (l), Li2O (s), U (l)의 증기압은 각각, 464.3 mmHg, 

234.2 mmHg, 6.632 × 10
-9
 mmHg, 1.476 × 10

-7
 mmHg이다. 그런데, 만약 Li2O

가 LiCl 용융염 상에서 액체로 존재한다면, 고체인 경우와 차별화된 휘발 거동을 

나타낼 것이다. SrCl2와 Y2O3의 증기압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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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는점은 LiCl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최소한 이들의 상대적인 안정성과 낮은 증

기압을 유추할 수 있다.

  ACP의 smelting 공정은 금속 용융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잔류염에 포함된 

산화물에 의한 금속의 재산화는 방지되어야만 한다. U와 Li2O의 반응에 관한 

Gibbs 자유에너지 계산 결과에 따르면, Li2O에 의한 U의 산화가 945 ℃ 이상의 

고온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 (Fig. 2). 이는 ACP의 고유한 염 시스템에서는 Li2O

에 의한 U의 재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염 분리가 950 ℃ 이하의 온도에

서 완료되어야만 함을 의미한다.

Fig. 2. Calculated △Gr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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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차주사열량 분석기에 의한 분석

   Fig. 1과 Table 2를 보면, LiCl이 ACP 금속전환체로부터 휘발에 의하여 분리

되는 조건에서, CsCl도 금속전환체로부터 휘발 분리될 수 있음이 자명하다. 따라

서, CsCl에 대한 열분석 실험은 수행되지 않았다. LiCl-67.5 wt% SrCl2는 492 ℃

에서 공융을 나타낸다 (FACT Database 자료). 따라서 ACP 금속전환체의 잔류

염에 포함된 SrCl2는 LiCl 녹늠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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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온도에서, 용액상의 액체 물질의 기화속도가 같은 순수한 고체 상태 물

질의 승화 속도보다는 크다. LiCl에 대한 Li2O의 용해도는 650 ℃에서는 8.7 

wt%이고 750 ℃에서는 11.9 wt%이다 [6, 7]. 이는 ACP의 금속/염 분리과정에서

는 고체 Li2O의 승화보다는 액체 Li2O의 기화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650 ℃ 

LiCl에서의 Y2O3 용해도는 0.84 ppm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ACP의 전해환원 

공정과 smelting 공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Y2O3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됨을 나

타낸다.

Fig. 3  Cooling (20 oC/min) curves of DSC for themono-component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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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C 실험으로 LiCl 용융염에서의 Li2O, SrCl2 그리고 Y2O3의 특성을 조사하

다 (Figures 3과 4). 비교를 위하여, 세 개의 이성분 대용물질 (LiCl-8 wt% 

Li2O, LiCl-8 wt% SrCl2, LiCl-8 wt% Y2O3), 네 개의 일성분 대용물질 (LiCl, 

Li2O, SrCl2, Y2O3)을 DSC 기기에 도입하 다. 8 wt%는 단지 분석편의를 위하여 

선택하 다. 상변이 온도는 냉각 곡선 피크의 ‘Onset point’로 정하 다. 용융에 

의한 염 균질화는 선행되는 가열 사이클에서 이루어졌다.

   단일성분 샘플 중에서는, LiCl과 SrCl2만이 액체에서 고체로의 상변화를 각각 

605 ℃와 868 ℃에서 나타내었다. 흥미롭게도 LiCl-8 wt% Li2O는 555 ℃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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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나타내었는데,  이 온도는 순수한 LiCl의 녹는점보다 훨씬 낮은 온도이다. 

이는 LiCl melt가 Li2O (or O
2-
)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훨씬 안정화되었음을 의

미한다. Barbin 등은 알카리 금속의 용융 염화물에 도입된 산화물 이온이 ‘bridge 

complex group’을 형성함을 보고하고 있다 [8]. 따라서, Li2O가 용융 LiCl 염에 

도입되면, bridge 산소 화합물이 형성되고 이 화합물이 공융 거동을 나타냄을 유

추할 수 있다. LiCl-8 wt% SrCl2는 575 ℃와 479 ℃에서 각각 피크를 나타내었

다. 상대적으로 고온부의 피크는 SrCl2에 의하여 안정화된 LiCl의 고화에 기인하

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저온부의 피크는 공융 LiCl-SrCl2 화합물의 고화에 기

인한다고 해석되었다.

Fig. 4. Cooling (20 oC/min) curves of DSC for the bi-component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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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2O와 SrCl2의 LiCl과의 공융은 이들의 휘발 거동에도 향을 미칠 것이다. 

Y2O3의 경우에는 이의 LiCl 용융염에의 용해도가 매우 낮고, LiCl-8 wt% Y2O3

의 DSC 실험에서도 Y2O3와 LiCl간의 상호작용은 없이 단지 605 ℃에서 단일 피

크가 관찰될 뿐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Li2O의 LiCl과의 공융이 LiCl-Li2O 용융염

에 기반한 ACP 전해환원 공정의 최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받아야만 

한다.

   이에 Li2O와 LiCl의 공융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분석을 수행하 다. 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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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용해도 변화를 고려하여, 순수한 LiCl에서 50 wt% Li2O까지 6 가지 조성의 

샘플을 DSC 기기에서 분석하 다 (Fig. 5). 가열 곡선의 피크 온도를 상호 비교

하 다. Li2O wt%의 증가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는 LiCl-Li2O 염의 녹는점 강하

가 관찰되었으며, 그 이유는 LiCl 염에서의 Li2O의 한정된 용해도에 기인하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Fig. 5는 Li2O wt%가 19와 50 일 때, LiCl-Li2O 염은 하나의 

액체상과 고체 Li2O로 존재함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Li2O의 녹는점은 1,570 ℃이

며, 따라서 순수한 고체 Li2O는 Fig. 5의 DSC 가열 곡선에 참여할 수 없다. 그 

결과, Li2O wt%가 50 일 때가 가장 낮은 DSC amplitude를 나타낸다. LiCl-Li2O 

(Li2O wt% = 19)와 LiCl-Li2O (Li2O wt% = 50)의 녹는점은 같으며, 이는 순수

한 LiCl의 녹는점보다는 매우 낮은 값이다.

Fig. 5. Heating (20 oC/min.) curves of a DSC for the LiCl and 
LiCl-Li2O salts (wt% of Li2O = 1, 3, 8, 19, an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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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 스캔 (in situ)이 가열 스캔 후 수행되었다 (Fig. 6). LiCl-Li2O (Li2O 

wt% = 1과 3)의 경우에는 분명한 두 개의 피크를 보여주고 있다. 냉각 사이클에

서의 피크 분리는 가열 사이클에서의 염 용융에 기인하는 염의 균질화에 기인한

다. 왜냐하면 두 번째 가열 사이클에서는 피크 분리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LiCl-Li2O (Li2O wt% = 8, 19, 그리고 50)의 피크 온도와 LiCl-Li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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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O wt% = 1, 3)의 저온부 피크 온도는 555 ℃이다. 반면에 LiCl과 LiCl-Li2O 

(Li2O wt% = 1, 3)의 고온부 피크 온도는 Li2O wt% 증가에 따른 피크 온도 강

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Fig. 3으로부터 ‘bridge oxide’ 화합물이 Li2O의 LiCl 용융염에서의 용

해도 한계 내에서 형성되며, 이의 녹는점이 555 ℃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LiCl-Li2O (Li2O wt% = 1, 3)의 고온부 피크는 ‘bridge oxide’ 화합물에 향받는 

LiCl의 용융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향의 강도는 용융염에서의 Li2O 

농도에 좌우될 것이다. 우라늄에 함유된 잔류염을 대상으로 한 X-ray 회절 분석

에서는 순수한 LiCl과 Li2O 상만이 관찰되었다. 이는 ‘bridge oxide’ 화합물이 냉

각 과정에서 각각의 고체상으로 분리됨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Fig. 6. Heating (20 oC/min.) curves of a DSC for the LiCl and 
LiCl-Li2O salts (wt% of Li2O = 1, 3, 8, 19, an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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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중량 분석기에 의한 분석

   대용 물질군의 휘발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열중량 분석을 수행하 다. 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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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과 유사하게, TG 분석에 도입된 샘플은 단일 성분 대용물질 (LiCl, Li2O, 

SrCl2, Y2O3)과 이성분 대용물질 (LiCl-8 wt% Li2O, LiCl-19 wt% Li2O, LiCl-8 

wt% SrCl2, LiCl-8 wt% Y2O3)로 이루어졌다. ACP의 전해환원 단계에서 제조된 

U-LiCl-Li2O도 또한 TG 분석에 도입되었다. U-LiCl-Li2O에서의 잔류 LiCl-Li2O 

염의 양은 28.1 wt%로 측정되었다.

Fig. 7. TG scan (10 oC/min.) curve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separation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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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은 LiCl-Li2O에 함유된 Li2O의 양이 11.2 wt%로 측정된 U-LiCl-Li2O 

샘플에서, 의미있는 잔류염의 휘발은 800 ℃에서 시작되며, 1,100 ℃ 이하에서 휘

발이 완결됨을 보여주고 있다. Atomic emission spectroscopy로 측정된 잔류 Li

의 양은 단지 8.6 ppm에 불과하 다. Li2O와 Y2O3 휘발은 1,400 ℃에서도 관찰되

지 않았다. SrCl2의 경우에는, TG 온도가 1,400 ℃에 도달했을 때 휘발된 양이 

53.2 %이었다. 그런데, LiCl-8 wt% Li2O와 LiCl-8 wt% SrCl2의 경우에는 완전

한 염의 휘발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Li2O과 SrCl2이 LiCl과 공휘발 됨을 의미한

다. 그런데 만약 LiCl에서의 Li2O 양이 용해도 범위를 넘어선다면, Li2O 일부는 

조사된 온도범위에서 휘발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LiCl-19 wt% Li2O의 경우에

는, 휘발된 Li2O는 단지 72%이었다. 우리는 LiCl-Li2O의 휘발을 Li2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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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l-Li2O 용융염에서의 용해도와 연관시키고자 하 다. 그러나 LiCl 휘발 때문

에 고온에서 신뢰성 있는 용해도 값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최소한 Fig. 7로부터 

LiCl에 용해된 Li2O과 SrCl2의 경우에는 945 ℃ 이하에서 휘발되어 ACP의 금속

전환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음이 자명하다.

Fig. 8. Evaporation rate comparisons determined from TG at 95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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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속도의 정량적 측정을 위하여 950 ℃에서의 등온 휘발 실험을 수행하

다. 온도는 20 ℃/min로 950 ℃까지 도달할 때까지 승온되었으며, 그 다음 단계

로 TG pan의 온도를 950 ℃ 등온 상태로 유지하 다. Fig. 8은 950 ℃에서 5 분

간 안정화한 이후의 등온휘발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염의 휘발 속도는  기

체의 동력학에 기반한 Hertz-Langmuir relation (Eq. (1))으로 표현될 수 있다.

    M = α(Pi – Pa)/(2πmRT)1/2                                     (1)

여기서 M은 순 휘발속도, m은 분자량, R은 기체상수, T는 온도, Pi 는 기체 i의 

포화 증기압이고, Pa는 주위 공간에서 기체 i의 증기압이다. 단순화를 위하여 휘

발 면적은 TG 알루미나 팬의 내경으로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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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계수 α는 실험적 계수로서 이의 계산을 위하여, 본 실험조건의 상대적으

로 높은 알곤 가스 흐름을 고려하여 Pa를 무시하 다. 휘발 공정의 효율 측정 수

단으로서 950 ℃ LiCl의 α는, 본 연구의 TG 시스템에서 0.22로 측정되었다. 네 

개의 샘플에 대한 휘발량의 측정은 이들의 휘발속도에 대한 분명한 비교를 가능

하게 하 다: LiCl-8 wt% Li2O : LiCl : LiCl-8 wt% SrCl2 : SrCl2 = 25.9 : 9.9 

: 8.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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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염증류장치 시제품의 설계 및 제작

1. Argonne National Laboratory의 Cathode Processor

   앞서 기술하 듯이, 미국 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도 'Cathode 

Process'의 일환으로 염증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다. 염증류장치의 설계에 앞

서, 'Cathode Process'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아울러 Argonne National 

Laboratory의 장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 다.

Fig. 9. Cathode Processor of Argonne 
National Laboratory.

   'Cathode Process'에서는 전해정련 공정에서 발생한 환원전극 생성물을 우라

늄 생성물로부터 염을 끊여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온도까지 가열한다. 

그리고 나서 그 우라늄은 용융되고 블렌딩된 다음, 금속 잉곳으로 식혀지게 된

다. 염 증기는 응축된 다음 모아지게 된다.  드라이버 연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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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에 나타난 cathode processor가 잔류하고 있는 전해질을 회수된 우라늄 생

성물로부터 분리하는 데 이용된다. 우라늄의 downblending이 또한 농축도를 낮

추기 위하여 수행된다. 블랭킷 연료의 경우에는, 우라늄 생성물로부터 잔류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cathode processor가 이용된다.  공정으로부터 증류된 염은 환

원전극 생성물을 발생시켰던 그 전해정련 장치로 재순환된다. Fig. 9는, 베셀 아

래의 트롤리에 놓여진 도가니 집합체 (process 도가니, thermal radiation shield, 

condenser)를 보여주고 있다.

Fig. 10. Upgraded Cathode Processor of Argonne 
National Laboratory.

   Argonne National Laboratory는 cathode processor의 개량을 시도하 다 

(Fig. 10). 왜냐하면, 드라이버 연료와 블랭킷 연료의 처리가 성공적으로 시연됨

에 따라, 관련 장치들이 생산 단계 운전에 적합하게 디자인 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 연간 5,000 kg을 처리하기 위한, cathode processor가 시험되었다. 물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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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ain part of salt dist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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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이 담긴 도가니는 상부 튜브 홀더와 텡스텐 와이어에 의하여 연결되며, 

도가니는 알루미나 튜브의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 알루미나 튜브를 둘러싼 Super 

Kanthal 가열로에 의하여 도가니 속의 샘플이 가열되면, 염은 증발하여 하단부 

튜브 홀더와 연결된 염회수 용기에서 응축 회수되게 된다. 알루미나 튜브 내부의 

분위기는 진공, Ar, 진공 + Ar가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이를 위하여 상단

부 튜브 홀더에는 Ar 기체 공급관을, 하단부 튜브 홀더에는 기체 배기관을 연결

하 다. 그리고 기체 배기관에는 진공 펌프를 연결하여 진공 배기도 가능하도록 

하 다. 시스템의 기  유지를 위하여 상단부 튜브 홀더와 하단부 튜브 홀더에는 

실리콘 재질의 O-ring이 각각 2 개씩 사용되었다. 염회수 용기의 온도는 별도의 

K type의 열전대를 설치하여 측정하 다.

   진공 line의 경우에는 electropolising을 수행하여 de-gasing을 최대한 방지하

으며, fitting 부분은 Swagelok type을 사용하 다. 각종 배관, 배선 및 알루미

나 튜브 본체는 frame과 장치 구조물을 이용하여 지지하 으며, 유지보수를 위한 

장치의 탈/부착시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설치하 다.

   

3. 제어반 및 Power Supply

   가열은 Super Kanthal 가열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최대 1,800 ℃까지 가열

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1,400 ℃를 가열온도 상한 값으로 설정하 다. 단열재

로는 세라믹 보드와 파이버를 사용하 으며, Power는 220 V 단상이고, 온도제어

는 PID 프로그램 제어를 이용하 다. 가열 zone은 15 mmH를 균일하게 가열할 

수 있게끔 비교적 넓게 설정되었다. 제어반은 염 증류 장치의 모든 작동상태 및 

조건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각종 계기류와 조작용 스위치로 구성한다. Fig. 12에 

제어반의 구성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명세는 아래에 나타내었다.

   이상 상황 발생 시 가열로 power supply의 SCR와 control 부분의 손상을 막

기 위하여 반도체 속단 fuse를 사용하 다. 그리고 power transformer의 lead 

wire는 충분히 굵게 하여 열전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냉각 열교환에 의한 

에너지 손실도 최소화하 다. Heater power control에는 auto와 manual의 두 가

지 기능을 부여하며, 전압을 인가했을 때 바로 최대 파워가 인가되지 않도록 설

계하 다. 또한 over temperature control 기능을 설정하여, 최고 설정온도에 이

르면 heater power를 자동으로 차단되게끔 하 다.

   이상상황 발생 시는 heater power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정상회복 시에도 가



- 18 -

열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reset 기능을 부여하여 전압공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 다. Interlock이 걸렸을 때에도 가열로에 공급되는 power를 차단시켜 

염 증류 장치 내에 발생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 다.

Fig. 12. Control and power supply parts of salt dist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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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t valve S/W: 염 증류장치 내에 잡힌 진공을 파기시킬 때 사용되는

  1/4" valve

- Vacuum valve S/W: 염 증류장치 내를 진공으로 할 때 사용되는 1/4" valve

- Rotary pump braker: 진공을 위해 rotary pump를 가동시킬 때 쓰는 제동기

- Pressure indicator: 염 증류장치 내 기체 공급 시 압력 확인용

- PID temperature controller: 온도 제어용

- Ampere meter: transformer의 2차 전류량 측정용

- Furnace braker: heater에 전원을 넣어주는 제동기

- Control braker: 제어반에 전원을 공급(heater 제외한 모든 전원연결)  

- Reset button: interlock이 걸렸을 때, interlock을 해제하기 위한 button

- Buzzer: interlock이 걸렸음을 경고함

- Buzzer off S/W: buzzer가 울릴 때 소리를 mute하기 위한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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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al knob: manual로 heater 온도를 올릴 때 쓰는 조정용 가변저항

- Auto knob: PID controller를 사용하여 온도를 올릴 때 쓰는 조정용 가변저항

- Power toggle S/W: heater power controller에 전원을 넣어주는 S/W

- Vacuum gauge: 진공도 확인(범위: 1000∼1×10
-4
 torr, 오차: full scale의 2% 

  이내)

- Gas inlet valve S/W: 염증류장치 내에 기체를 공급할 때 쓰는 valve

- Gas outlet valve S/W: 염증류장치에서 기체를 제거할 때 쓰는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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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염증류장치 시제품과 Smelter의 성능평가

1. 염증류장치 시제품 평가

   설계요건 및 예비 실험을 토대로 설정되어진 염 증류장치의 운전절차는 다음

과 같다.

1. 운전시작 전에 장치의 정지 상태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한다.

   i) 진공 밸브는 닫혀 있음.

   ii) 제어반 전면부 조작 판넬에 있는 모든 스위치는 OFF 상태.

   iii) 냉각수 밸브 닫혀 있음.

2. 전면부 조작 판넬에 있는 control breaker ON.

3. Vent 밸브를 연다.

4. 계량을 끝낸 시료 (U+LiCl+Li2O, 또는 LiCl)를 도가니에 장입하고, 다시

   전체 무게를 측정함 (염 증류장치 외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짐). 

5. 염 증류장치 상단부 튜브 홀더를 열고 도가니를 내부로 장입한다.

6. 염 증류장치 상단부 튜브 홀더를 닫는다.

7. Vent 밸브를 닫는다.

8. 진공펌프를 작동시킨다 (rotary pump braker ON).

9. 진공밸브를 연다.

10. Vacuum gauge로 진공도 확인한다.

11. 진공상태의 조업이 아니고 알곤 기체를 계속 공급/배출시키며 조업을 할 경

    우에는, 반드시 vacuum gauge를 OFF 한 후 vacuum 밸브를 닫고 알곤 

    기체를 공급하도록 한다.

   i) Gas outlet V/V를 연다.

   ii) Gas inlet V/V를 연다.

   iii) 유량계를 이용하여 기체 유속을 조절한다.

12. 수냉 시스템을 작동한다.

   i) 수냉 라인의 밸브를 연다.

13. 가열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i) Furnace braker와 power toggle S/W의 OFF 상태 확인.

   ii) 장비 내부에 냉각수가 흐르는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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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기기 내부 및 외부에 leak가 없는지 확인.

14. Furnace braker ON.

15. Power toggle S/W ON.

16. 작업 상황에 따라 작업 운전을 수동이나 자동으로 맞춘다.

   i) 이상 발생 시에는 furnace power를 OFF.

   ii) 이상 발생 해제 시에는 복귀(RESET) 버튼을 누른다.

17. Furnace braker를 OFF.

18. 상온으로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19. Vacuum gauge OFF.

20. Vacuum V/V OFF.

21. Rotary pump S/W OFF.

22. Vent V/V OPEN.

23. 염 증류장치 상단부 튜브 홀더를 열고 도가니를 꺼낸다.

24. 염 증류장치 상단부 튜브 홀더를 닫는다.

25. 염 증류장치 하단부를 열고 염증류 용기를 꺼낸다.

26. 염 증류장치 하단부를 닫는다.

27. Vent V/V CLOSE.

28. Control breaker OFF.

29. 냉각수 V/V OFF.

30. 도가니와 염증류 용기에 든 샘플을 대상으로 계량 및 분석을 수행한다.

 (염 증류장치 외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짐).

주의 사항

1. 인터록이 발생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반드시 RESET 버튼을 눌러 주어야 

한다.

2. 펌프오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밸브의 조작순서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진공을 걸 때: 1) rotary pump ON, 2) vacuum 밸브 OPEN

   - 진공을 파기할 때: 1) vacuum 밸브 CLOSE, 2) rotary pump OFF.

   염증류장치 시제품의 성능평가 시험은 실험실 규모 (∼10 g U3O8/batch) 전해

환원 실험에서 회수된 환원전극 생성물 (U+LiCl+Li2O)과 순수한 LiCl을 사용하



Fig. 13. Photograph of the prototype salt dist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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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4는 염증류장치 시제품에서 LiCl 시약 (Alpha, 99.95%)을 사용하여 수

행한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료량은 ∼8 g/batch이었다. Ar 기체 분위기에

서는 증발된 물질이 액면 부근에 머물러 있고, 확산에 의하여 천천히 장치 내로 

확산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계의 증발속도는 최대 증발속도보다는 느린 

확산속도에 의존하게 된다. 실제로 진공분위기와 비교하 을 때, Ar 기체 흐름 

분위기에서는 현저히 낮은 증발속도가 관찰되었다. 진공 분위기에서는 20 분 내

에 염 휘발 분리가 완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4. Vaporization experiments in the prototype salt dist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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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증류장치 시제품을 대상으로 실험실 규모 (∼10 g U3O8/batch) 전해환원 

실험에서 회수된 환원전극 생성물 (U+LiCl+Li2O)을 사용하여 수행한 실험에서는, 

장치 Inlet에서는 알곤 가스를 공급하고 장치 Outlet에서는 진공배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장치 운전을 수행하 다. 그 이유는 본 장치 개념이 적용될 전극에 의

한 간접 가열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smelter에서는, 휘발된 염에 의해 전극부를 

비롯한 graphite 재질의 장치 내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치 Intet 

부분에는 Ar 기체를 공급하는 동시에 smelter 장치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샘플을 담고 있는 내부용기에는 진공배기를 적용함으로써, 장치내부와 내부용기 

사이에 압력차를 발생시키고, 이에 의하여 휘발된 염이 내부용기에서 장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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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개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Fig. 15에 

실험에 사용된 전형적인 샘플의 X선 회절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우라늄 금속, 

LiCl, Li2O 상만이 관찰되었다. 이 시료에서 LiCl-Li2O의 양은 28.1 wt%이었으

며, LiCl-Li2O에서 Li2O의 양은 11.2 wt%이었다.

Fig. 15. X-ray diffraction spectrum of the test sample in the prototype salt 
dist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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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U-LiCl-Li2O                         (b) Recovered LiCl-Li2O 
Fig. 16. Photographs of the sample before and after the test.

   염 증류장치 시제품에서 알루니마 도가니에 담긴 시료는 장치 내부에 장입된 

다음, 가열되고, 휘발된 염은 장치 하단부의 STS 재질의 염 회수용기에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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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된다. Fig. 16은 알루미나 도가니에 담긴 샘플과 염 증발 실험 후에 회수용

기에서 회수된 염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알루미나 도가니에 남아있는 우라늄 

시료 중의 잔류 염 농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atomic emission spectroscopy 분석

을 수행하 다. 시료의 3 부위를 취하여 각각 Li를 정량한 결과, 8.3 ㎍/g, 2.1㎍

/g, 8.6 ㎍/g으로 분석되었다. Li의 양을 측정하는 것은 시료 중에 포함된 LiCl과 

Li2O 그리고 잔류할 수도 있는 금속 Li까지 모두 정량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결과

적으로 금속 전환체에서 최소한 LiCl과 Li2O는 용이하게 휘발 분리할 수 있음과 

염 증류장치 시제품의 성능이 기준요건을 충족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Smelter 평가

   한국원자력연구소 ACP 공정의 smelting 공정에는 염휘발/분리 과정이 포함되

어 있다. 따라서 금속전환체로부터 잔류염을 분리하는 공정개념에 대한 검증을 

한국원자력연구소 ACPF 핫셀에 설치된 smelter에서도 수행하 다. 핫셀에 설치

된 장치이므로 장치의 운전 및 유지 보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염증류 설계요건 및 예비 실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운전

절차를 설정하 다.

1. 운전시작 전에 기계의 정지 상태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한다.

   i) 진공 밸브는 닫혀 있음.

   ii) 제어반 전면부 조작 판넬에 있는 모든 스위치는 OFF 상태.

   iii) 냉각기체 밸브 닫혀 있음.

2. 전면부 조작 판넬에 있는 control breaker ON.

3. Vent 밸브를 연다.

4. 내부용기에 금속전환 장치에서 분리된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금속 전환체를

   담고 있음)를 집어넣는다(smelter 외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짐). 

5. Smelter 상부 door를 열고 내부용기를 smelter 내부로 장입한다.

6. Smelter 상부 door를 닫는다.

7. Vent 밸브를 닫는다.

8. 진공펌프를 작동시킨다(dry pump braker ON).

9. 진공밸브를 연다.

10. Geissler로 누설여부 확인 및 vacuum gauge로 진공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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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진공도는 30 mm torr 이하이어야 한다.)

11. 진공상태의 조업이 아니고 알곤 기체를 계속 공급/배출시키며 조업을 할 경

    우에는, 반드시 vacuum gauge를 OFF 한 후 vacuum 밸브를 닫고 알곤

    기체를 공급하도록 한다.

   i) Gas outlet V/V를 연다.

   ii) Gas inlet V/V를 연다.

   iii) 유량계를 이용하여 기체 유속을 조절한다.

12. 공냉 시스템을 작동한다.

   i) 냉각 기체 라인의 밸브를 연다.

13. 가열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i) Furnace braker와 power toggle S/W의 OFF 상태 확인.

   ii) 장비 내부에 냉각기체가 흐르는 여부 확인.

   iii) 기기 내부 및 외부에 leak가 없는지 확인.

14. Furnace braker ON.

15. Power toggle S/W ON.

16. 작업 상황에 따라 작업 운전을 수동이나 자동으로 맞춘다.

   i) 이상 발생 시에는 furnace power를 OFF.

   ii) 이상 발생 해제 시에는 복귀(RESET) 버튼을 누른다.

17. Furnace braker를 OFF.

18. 상온으로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19. Vacuum gauge OFF.

20. Vacuum V/V OFF.

21. Dry pump S/W OFF.

22. Vent V/V OPEN.

23. Smelter 상부 door를 열고 내부용기를 꺼낸다.

24. Smelter 상부 door를 닫는다.

25. Vent V/V CLOSE.

26. Control breaker OFF.

27. 냉각 기체 V/V OFF.

28. 내부용기에서 마그네시아 용기 및 금속 ingot 그리고 몰드를 꺼낸다.

 (Smelter 외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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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1. Graphite가 산화되어 타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

켜야 한다.

   - 진공펌프를 작동하여 진공도가 30 mm torr이하가 되었을 때 가열을 시작한다.

   - 가열 실험이 끝난 후 진공을 파기할 경우에는 시스템 내부의 온도가 200 

℃ 이하로 냉각이 된 후에 진공을 파기한다.

2. 인터록이 발생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반드시 RESET 버튼을 눌러 주어야 

한다.

3. 밸브의 조작순서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진공을 걸 때: 1) dry pump ON, 2) vacuum 밸브 OPEN

   - 진공을 파기할 때: 1) vacuum 밸브 CLOSE, 2) dry pump OFF.

Fig. 17. Smelter with inner 
vessel.

   Smelter에서의 잔류염 휘발/분리 실험은 천연 UO2 분말을 U3O8으로 

voloxidation 시킨 다음, LiCl-Li2O 용융염에서 전해환원 시켜 제조한 금속 전환

체를 대상으로 수행하 다. 10 kgU/batch 규모의 실험에서 생산된 금속 전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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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를 smelter 외부에서 smelter 내부용기에 장입한 다음, smelter로 이송하

다. Fig. 17은 설치된 smelter를 보여주고 있다. 대상물질을 담고 있는 graphite 

재질의 내부용기를 graphite 재질의 전극이 둘러싸고 있으며, 저전류 고전압에 

의하여 전극이 가열되면 복사 및 대류에 의하여 내부용기도 가열되게 된다. 내부

용기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금속 전환체의 잔류염은 smelter 상부 기체 

outlet와 연결된 내부용기 상부 구멍을 통하여 smelter 외부로 휘발/배출되어 

smelter 외부에 설치된 염 회수 용기에 모이게 된다.

   Fig. 18은 한국원자력연구소 ACPF 핫셀에 설치된 smelter를 보여주고 있다. 

전극과 함께, 염 회수 용기와 연결시키는 벨로우즈 튜브가 나타나 있다.

Fig. 18. Smelter installed in the ACPF hot cell.

   Smelter의 시험운전에서는 magnesia 필터를 부수고, 금속 전환체 일부 (1.3 

kg)만을 채취하여, 염휘발 및 우라늄 용융 실험을 수행하 다. Table 4에 실험조

건을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실험은 Ar 기체를 공급하고, 진공펌프로 배기하는 조

건에서 수행하 다. 이는 앞서 기술하 듯이 일정 이상의 염휘발 속도를 유지하

면서도 압력차에 의하여 휘발 염을 내부용기에 한정시킴으로써 전극 등의 장치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조건이다.

Table 4.  Operation Procedure of the Smelter installed in the ACPF Hot Cell

1단계 가열 등온 (850 ℃) 2단계 가열 등온 (1250 ℃) 냉각

상온→ 850 ℃ 잔류염 제거 850℃→ 1250℃ 금속 용융 1250℃→상온

   Graphite 재질의 몰드에 담긴 시료는 내부용기에 담긴 채로 장치 내부에 장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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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다음 가열되고, 휘발된 염은 smelter 외부의 STS 재질의 염회수 용기에서 회

수되게 된다. Fig. 18은 graphite 몰드에 담긴 샘플과 염증발 실험 후에 회수용기

에서 회수된 염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a) U-LiCl-Li2O                         (b) Recovered LiCl-Li2O 
Fig. 19. Photographs of the sample before and after the smelting test.

   Graphite 몰드에 남아있는 우라늄 시료중의 잔류염 농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atomic emission spectroscopy 분석을 수행하 다. Li를 정량한 결과, 35 ㎍/g으

로 분석되었다. Li의 양을 측정하는 것은 시료 중에 포함된 LiCl과 Li2O 그리고 

잔류할 수도 있는 금속 Li까지 모두 정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염 증류장치 시제

품에서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잔류 Li 양이 많은 이유는 샘플량의 

차이 (염증류장치 시제품에서는 ∼10 g, smelter에서는 1.3 kg)에 기인하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즉, 샘플량이 많을수록 샘플 내부의 Li가 효과적으로 외부로 확

산되어 휘발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염 회수용기에 회수된 염을 

ICP-AES로 분석한 결과, 우라늄이 664 ppm이나 검출되었다. 이는 Ar 분위기에

서 수행한 열중량 분석기 실험결과와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즉, Ar 기체 흐름 분

위기에서는 1,400 ℃에서도 우라늄의 휘발은 관찰되지 않았다. Smelter의 진공배

기 운전조건에서 우라늄 분말이 염과 함께 동반 배출되어 염 회수 용기에서 관

찰되는 이와같은 현상은 필터 등의 설치나, 공정조건 수정 등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결과적으로 smelter에서도 금속전환체로부터 LiCl과 Li2O 잔류염은 

용이하게 휘발 분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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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용후 핵연료의 conditioning을 위하여 LiCl-Li2O 용융염에서 전해환원반응

이 수행되는 데, 그 결과 생성물인 금속 전환체에 포함된 잔류염은 환원공정 

후 금속전환체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에 대비한 자료

생산을 위하여 사용후 핵연료의 전해환원공정 과정에서의 거동을 고려하여 

대용물질을 구성하고 염분리 실험을 수행하 다. 전해환원 과정에서 금속화되

는 사용후 핵연료 성분의 대용물질로는 천연 U3O8의 전해환원에 의하여 준비

된 우라늄 금속이 사용되었으며, 잔류염의 대용물질로는 LiCl, Li2O, Y2O3, 

SrCl2 등이 선택되었다. 염간 상호작용과 이들이 염분리에 미치는 향은 열

중량 분석기와 시차주사 열량 분석기를 사용하여 조사하 다. LiCl 염의 녹는

점 강하를 초래하는 LiCl-Li2O과 LiCl-SrCl2의 공융이 관찰되었으며 잔류염은 

휘발법에 의하여 금속 전환체로부터 분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Li2O에 의하

여 우라늄이 재산화되는 온도 이하에서, LiCl-Li2O과 LiCl-SrCl2를 공휘발시

킬 수 있었다. 950 ℃에서 염휘발 속도는 다음과 같았다: LiCl-8 wt% Li2O > 
LiCl > LiCl-8 wt% SrCl2 > SrCl2.

주제명키워드  분리, 사용후핵연료, 대용물질, 용융염, 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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