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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리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3 단계

‘04. 3. 1.～‘07. 2. 28.
단계구분 (3단계)/(3단계)

 연구사업명
사업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세부사업명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계획사업

 연구과제명
과제명  사용후핵연료 리․이용 기술개발

세부과제명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개발

 연구책임자  서  석
해당단계 
참여연구원

수

 총 : 45.16 명
내부: 36.33 명
외부:  8.83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6,283,000 천원
기업:          천원
  계: 6,283,000 천원

연구기 명/

소속부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주기공정개발그룹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                    상 국연구기 명 :

 탁 연 구  연구기 명 : 아주 학교             연구책임자 : 이 성 규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보고서

면수
   

 ○  본 연구에서는 미국 ANL 연구소의 원천기술인 리튬환원기술을 체할 수 있  

 는 해환원 기술개발을 으로 추진하여 속 환율  회수율 99% 이  

 상, Li2O Recycle 구   Hot Cell 운 요건에 부합되는 20 kgHM/batch 규  

 모의 실증용 해환원시스템을 성공 으로 개발하는 성과가 있었음. 본 연구  

 에서 개발한 해환원시스템은 미국 INL 연구소의 PYROX 공정과 비교하여  

 다양한 반응메커니즘 구 , 그리고 반응시간  공정수율 향상 등 기술  측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음을 실험 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본 단계에서는 ACP 핫셀에 설치된 20 kgHM/batch 규모의 실증용 해환원  

 속 환시스템의 성능평가를 통해 SIMFUEL이 99% 이상 속 환되고,     

 Cell의 과 압과 Anode Effect를 최소함으로서 류 도 100 mA/cm2    

 류효율 80% 이상 구 이 가능함을 실험 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공정시스템 최 화 연구에서는 성능평가 과정에서 일부 발생되는 일체형      

 Cathode 극의 압강하, Anode Effect 상 최소화, 단 장치의 모듈화   

 단순화를 통해 핫셀 운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 음. 아울러   

 고온 용융염 물리.화학  자료생산 분야에서는 Bench-scale 장치를 이용한    

 Surrogate의 해환원 반응속도 측정  반응메커니즘 규명, 주요 핵종의 분  

 배계수 자료생산, 고온 용융염계에서 산소  속이온의 물질 달속도  확  

 산계수 측정 등 정량 인 자료를 생산하 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해환원, 우라늄 속, 일체형 환원 극,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 U3O8 분말, LiCl-Li2O 용융염

 어

 Electrolytic Reduction, Uranium Metal, Integrated Cathode  

 System, Porous Magnesia Membrane, U3O8 Powder,        

 LiCl-Li2O Molten Salt

최종연구보고서 록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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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개발”

II.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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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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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다. 원자력 에 지는 유해한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경제 으로 에

지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안이며 미래의 국가에 지원으로 주요 역할

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 에 지 이용 확 에 따라 부산물로 발생되

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수십만년 동안의 높은 방

사능으로 인해 원자력 에 지 이용확 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 

사용후핵연료 리에 한 연구개발 방향은 사용후핵연료 부피감용에 의한 

처분효율 극 화, 장수명 핵종의 분리  소멸에 의한 환경 해도 감축, 그

리고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된 유효자원의 재활용에 의한 우라늄 자원 활용 

극 화를 한 연구에 이 맞추어져 있다. 

   본 과제에서는 개발하고 있는 건식공정에 기반한 사용후핵연료의 해환

원 속 환기술은 직 처분을 한 효율 인 처리 기술로 활용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선진핵연료주기의 핵심기술로 활용될 망이다.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 장기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후핵연료 차

세 리 공정개발 연구를 1997년부터 추진해 왔다. 본 단계에서는 해환원 

속 환기술의 Scale-up 연구를 으로 추진하여 속 환율  회수

율 99% 이상, Li2O Recycle 구   Hot Cell 운 요건에 부합되는 20 

kgHM/batch 규모의 실증용 해환원시스템을 성공 으로 개발하는 성과가 

있었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해환원시스템은 미국 INL 연구소의 PYROX 

공정과 비교하여 다양한 반응메카니즘 구 , 그리고 반응시간  공정수율 

향상 등 기술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 특히 본 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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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 핫셀에 설치된 20 kgHM/batch 규모의 실증용 해환원 속 환시스

템의 성능평가를 통해 SIMFUEL이 99% 이상 속 환되고, Cell의 과 압

과 Anode Effect를 최소함으로서 류 도 100 mA/cm2  류효율 80% 

이상 구 이 가능함을 실험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범

 ￭Lab-scale (20 kgHM/batch) 해환원 Mock-up 시스템 성능평가

  - Lab-scale (20 kgHM/batch)의 Mock-up 속 환장치 성능평가

  - Lab-scale (20 kgHM/batch)의 Mock-up 우라늄 Ingot 제조장치 성능평가

  - Lab-scale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 성능평가

 ￭ACP 공정시스템 설계/제작  Blank Test

  - Lab-scale (20 kgHM/batch)의 실증용 속 환시스템 설계  제작

  - Lab-scale (20 kgHM/batch)의 실증용 속 환시스템 설치  Blank test

  - Lab-scale (20 kgHM/batch)의 실증용 Smelter 설계  제작

  - Lab-scale (20 kgHM/batch)의 실증용 Smelter 설치  Blank Test

  - Lab-scale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 설계  제작

  - Lab-scale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 Blank Test   

 ￭ACP 공정시스템 성능평가

  - Lab-scale의 실증용 속 환장치 Inactive test  공정 수정/보완

  - SIMFUEL을 이용한 실증용 속 환시스템 Demonstration

  - Lab-scale의 실증용 Smelter 공정변수 최 화  특성평가

  - SIMFUEL을 이용한 Smelter Demonstration

  - Lab-sacle 실증용 Salt Ingot 제조장치 Inactive test  공정 수정/보완

  - Lab-scale 실증용 Salt Ingot 제조장치 Demonstration

 ￭ACP 공정해석을 한 반응공학  열역학 데이터 생산

  - LiCl-Li2O 용융염계에서 희토류산화물의 해환원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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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Cl-Li2O 용융염계에서 리튬 화합물 (LiI, LiBr, Li2Se)의 해거동 평가

  - 주요 SF 속 상평형도 자료조사  평가

  - 단 공정 모델링을 한 데이터 생산

 ￭ACP 공정 최 화 기술개발

  - 최  세라믹 산화 극 특성평가

  - 세라믹 산화 극 제조기술 개발

  - 일체형 Cathode  Anode 극 최 화 기술개발

  - LiCl 용융염 회수기술 개발

  - 연속식 폐용융염 증류 시스템 개발

  - 단 공정 모델 개발

 ￭ACP 공정시스템 Scale-up 설계자료 분석  평가

  - 실증용 속 환시스템에서 각 핵종별 물질수지 계산

  - 공학용 속 환시스템을 한 개선방향  연구항목 도출

  - ACP 시스템 Scale-up 자료 생산

   

IV. 연구개발결과

 ￭Lab-scale (20 kgHM/batch) 해환원 Mock-up 시스템 성능평가

  - LiCl-3 wt% Li2O 용융염계에서 기화학  속 환장치의 U3O8 분말

에 한 Mock-up 성능평가 결과, 속 환율  회수율 99%, 류 도 

～ 80 mA/cm
2, Li2O closed recycle 40%를 달성하 으며, 최 화 연구

를 통해 류 도 향상 방안을 도출하 다.

  - 해환원공정에서 제조된 속 환체를 상으로 Smelting 장치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단 장치의 반응분 기 제어  가열시스템이 설계요

건에 제시되었던 성능요건을 충족시킴을 확인하고, 속 환체내 잔류염 

(LiCl-Li2O)를 ～40 wt%에서 25 μgLi/g 이하로 감시킬 수 있었다.  

  - 진공이송  이 용기에 기반하여 용융염을 Ingot으로 직  고화시키는 

방법을 개발하 다. 20 kg HM/batch 규모의 해환원 Mock-up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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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해환원 장치에서 발생된 폐용융염을 Salt Ingot 제조 장치로 이

송하여 일정 크기의 Ingot을 제조할 수 있었으며, 염과 몰드의 분리성도 

매우 우수함을 확인하 다.

 ￭ACP 공정시스템 설계/제작  Blank Test

  - 공정의 기 요건( 류 도 : 100 mA/cm
2, Li2O Closed recycle ratio > 

40%)을 충족시키는 실증용 기화학  속 환시스템 ( 속 환장치, 

Smelter,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을 설계  제작하고 ACP 핫셀에 설

치 완료하여, 단 장치들의 성능요건  공정간 연계성, 핵연료 물질 취

성  원격운 성에 한 비평가를 종합 으로 수행하 다.

 ￭ACP 공정시스템 성능평가

  - Lab-scale의 실증용 기화학  속 환시스템 ( 속 환장치, Smelter,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에 한 조립, 해체  운 단계에서의 원격취

성과 각 단계의 Logistic diagram 등 운 방법에 한 종합 인 평가

를 완료하고, 원격운 성을 향상시켰다. 

  - 기화학  속 환장치에서는 650 ℃, LiCl-3 wt% Li2O 용융염계에서  

 Li2O/U3O8 mole ratio가 8.0인 조건에서 99%의 속 환율  회수율,  

 40%의 Li2O recycle ratio, 100 mA/cm2의 류 도를 달성하 다.      

 ORIGEN 코드를 이용하여 SIMFUEL의 조성을 측하여 속산화물들  

 을 혼합하여 SIMFUEL을 제조하 다. U3O8 분말의 해환원 반응과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SIMFUEL의 속 환율은 99% 이상을 보여주   

 었으며 최 허용 류는 130 A, 75%의 류효율을 보 다. Anodic      

 dissolution에 의한 Pt 극의 소모원인을 분석하고 공정시스템의 수정  

 보완을 통해 일체형 산화 극시스템을 보완하 다. SIMFUEL을 이용  

 한 20 kgHM/batch 실증 시스템에서 일체형 환원 극내 핵물질의 반  

 응 후에 한 분석  용융염에 한 분석을 통해 각 핵종의 물질수  

 지 기 자료를 생산하 다.

  - Lab-scale의 실증용 속 환장치에서 회수한 우라늄 속 환체     

 SIMFUEL을 상으로 잔류염 제거와 속분말 용융의 2단계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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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smelting 공정을 ACPF 핫셀에서 구 하고, 공정변수 최 화  특성

평가를 수행하 다. Sintered SIMFUEL의 성분원소 분석을 수행하 으

며, 속분말의 잉곳으로의 제조성 향상을 한 리튬 속을 이용한 속

분말 용융법을 개발하 다.  

  - 해환원장치로부터 폐용융염을 Lab-scale 실증용 폐용융염 Ingot 제조

장치로 진공감압법을 이용하여 이송하고, 몰드에서 Salt Ingot으로 제조

하 다. 우라늄 해환원실험과 SIMFUEL 해환원 실험에서의 염회수

율은 각각 > 95%와 99.7%이었다. 몰드에서 염의 분리가 용이함을 확인

하 으며, 제조된 Salt Ingot에 한 물리/화학  분석을 수행하 다. 

한, 실증용 폐용융염 제조장치의 이송시스템에서 데드존을 최소화하도록 

온도제어시스템을 보완하 으며 원활한 Salt 이송을 하여 이송부 구조

설계를 보완하 다.

 ￭ACP 공정해석을 한 반응공학  열역학 데이터 생산

  - LiCl-Li2O 용융염계에서 희토류산화물과 Li2O의 반응에 의한 복합산화

물인 Li2REO2의 생성  복합산화물 생성반응에 한 Li2O의 임계농도 

향을 최 로 규명하고 정량 인 데이터를 생산하 다. RE2O3는 간  

해환원반응에 의해 속 환 되며, 특히 Li2O의 활동도가 극히 낮은 

제한된 조건에서만 속 환이 가능하다. Y2O3(0.55 - 1.12 wt% Li2O) 

등 9개의 희토류 산화물에 한 실험  데이터를 생산하 다. 한 해

환원 공정조건에서 란탄족 산화물들의 용해거동을 측정하 고 이들의 

용해도가 매우 낮은 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 LiCl-Li2O 용융염계에서 리튬 속 화합물(LiI, LiBr  Li2Se)의 산화/환

원 극 반응을 평가하 다. 측정한 화합물 모두 Cl- 이온의 산화 보

다 낮은 에서 산화되었다. 생성물의 일부분은 휘발되고 일부는 용융

염에 남아서 환원 극에서 얻어진 Li 속과 반응하여 류효율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단되었다. LiBr와 Li2Se는 Li 속을 생성하고 비교  

안정하나, LiI의 경우 재산화 류를 주는 신에 용융염 내 다른 물질

과 반응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SF 속에 하여 이성분계를 기 으로 단 공정별 상평형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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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를 수행하 다. 건식분말화 공정에서는 M-O 상평형도 자료와 

건식분말화 공정의 조업 조건을 기 으로 속 환공정으로 도입되는 

속산화물의 형태를 평가하 다. 속 환공정 해석을 해 Li 속과 

SF 산화물 는 SF 속과의 반응에 의한 간물질 생성여부  상호 

용해도 평가를 수행하 다. 우라늄 속 Ingot 제조공정 상평형도 해석

에서는 우라늄 속과 기타 SF 속과의 합 형성 여부에 을 두어 

안정성을 평가하 다.

  - 일체형 Cathode 형태의 물질 달 특성 모사를 한 수식  모델을 개발 

하 다. 산소이온의 물질 달은 분말 내부를 빠져나오는 내부 확산과 분

말 사이를 지나가는 외부 확산으로 나 어 실험 으로 측정하 으며, 내

부확산은 용융염의 Li2O 농도에 의존하지 않으며, 연속 으로 진행되는 

내부확산과 외부확산에서 내부확산이 속도 결정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공정 모델링을 한 U3O8의 해환원 반응 속도 측정 실험에서 산

화우라늄의 환원율을 기 으로 류 효율은 > 75%로 계산되었으며 

류의 크기에 따라 속 환율이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환원 반응에서 생성된 리튬과 산화우라늄 사이의 반응이 반응속도 

결정단계로 나타났다.

 ￭ACP 공정 최 화 기술개발

  - 최  세라믹 산화 극 개발의 일환으로 Fe3O4, SnO2, NiO, LiFeO2  

LiCoO2를 후보 세라믹 극재료로 선정하여 ball milling, mechanical 

mixing, CIP 성형  binder burn-off, 소결 공정을 개발하여 시험 극

을 제조하 다. LiCl-3 wt% Li2O 용융염계에서 anode 재질에 따른 물리

 특성자료를 생산하고 Linear Sweep Voltammetry 방법으로 산소  

염소이온의 산화 를 측정하 으며, 세라믹 매트릭스에 dopant를 부가

하여 기 도도를 향상시켰다. Fe3O4는 산화되었고, SnO2는 류 도가 

감소하 으며, LiFeO2는 소결성 문제로 인해 LiCl 용융염이 침투하는 

상이 발생하 다.

  - Cyclic voltammetry 방법을 통해 스테인 스강 망  다공성 마그네시

아 멤 인에 한 Li2O  U3O8의 환원 를 측정하 고 각 재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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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일체형 cathode 극에서의 직   간  해환원 반응메카니즘

을 규명하 다.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의 두께  기공률, 고체 

conductor의 재질  마그네시아 멤 인에 충 되는 우라늄산화물의 

두께 변화에 한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일체형 Cathode의 구조에 한 

최 조건을 설계하 다.

  - 산화 극의 type 변형으로 극 면  최 화  극 효율성을 향상시

켜, 원격운 조작의 편의 가능성을 구 하 다. 백 으로 제조한 

rode-type, wire-type, hole-type  mesh-type anode는 해환원시스템

에서 양호한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Hole  mesh-type anode은 표면에

서 산소 가스의 이탈이 진되어 과 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 속 환공정에서는 수분제거를 해 설정온도까지는 열운 , 설정온

도에서는 정상운 , 속주조공정은 정상운  모드 시스템의 운 요건을 

설정  확립하 다. LiCl 용융염 응축  회수공정 운   계통요건 

분석, 장치개념에 한 분석을 통해 주요 구성원들의 개념설계 기 을 

확립하 으며, 한 LiCl 용융염 응축  회수공정의 시스템의 계통도를 

작성하 다. 

  - 연속식 폐용융염 증류 시스템 개발을 하여, 염의 휘발/분리 특성을 시

간, 온도, 진공도의 함수로 측정할 수 있는 증류장치(최 온도: 1,500 
oC,  

진공도: < 10-2 torr)를 제작하고, 염/핵분열생성물, 염/잔류염, 염/희토류 

산화물간 상호작용을 분석하 으며, 다성분 염 조건에서 LiCl 염을 선택

으로 진공 휘발하는 조건을 도출하고, 휘발속도 모델식의 개발을 통하

여 scale-up 장치의 운  기 자료를 생산하 다.

  - 펠렛 형태의 UO2의 공기  산화 속도를 모사하는 모델을 개발하 다. 

건식분말화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속성분들은 산화물-

속 혼합물 형태로 속 환 반응기에 공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환

원 공정에서 염화물로 환된 AM, AEM 원소들을 환원시키려면 셀 

는 -3.4 V 보다 높아야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해환원 반응에서 

U3O8은 안정 인 UO2를 거쳐 속으로 환원되었으며 희토류를 제외한 

산화물들은 모두 U3O8 보다 먼  속으로 환되는 것으로 측되었다. 

평형모델을 기반으로 염휘발  Smelting 공정 조건이 계산되었으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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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물질의 조성에 따라 공정 조건을 측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되었다.

 ￭ACP 공정시스템 Scale-up 설계자료 분석  평가

  - 실증용 ACP 시스템에서 각 핵종별 물질수지 계산  속 환율을 평

가하 으며 고방열 핵종인 AM  AEM의 용융염상으로 제거율을 조사

하 다.

  - SIMFUEL을 이용한 ACP 공정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핵물질 처리량 증

방안, 반응기 내 Li2O recycle 진방안, Anode  Cathode의 성능  

류 도 향상을 한 시스템 고도화연구, scale-up 시스템의 공정조건 

분석  모듈화 등 차기단계의 연구항목을 도출하 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에서 독자 으로 개발한 사용후핵연료 해환원 기술은 차기단계

에서 으로 연구개발을 추진 정인 “PWR 사용후핵연료 부피감용기술”

의 기 공정으로 직  활용됨은 물론 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원자력선진국 

10 개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4세  원자로시스템 개발사업의 Cross 

Fuel Cycle R&D Item에서 개발 기술로 선정되어 있고, 향후 PWR 핵연

료주기와 제4세  핵연료주기와의 연계를 한 핵심기술로 활용될 망이다.  

본 기술의 구체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해환원기

술은 PWR 사용후핵연료를 속으로 환하고, 후속공정인 해정련단계에

서 95% 이상 차지하고 있는 우라늄 속을 폐기물로 회수함으로써, 

처분 상 고 폐기물의 부피를 획기 으로 감축할 수 있다. 2016년까지 공

학규모의 Pyroprocessing 공정개발을 통해 제4세  원자로시스템의 조기 실

을 한 기술  지원  2040년경에 본격 으로 도입 정인 SFR 원자로

시스템의 기노심 핵연료를 공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핵비확산성 요건을 

만족하는 후행핵연료주기 기술완성을 통해 국가 에 지 자립 기반마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본 과제에서 독자 으로 개발한 해환원기술은 원자력 

분야이외에도 속산화물로부터 고부가가치 속분말 제조분야에 직 으

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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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Nuclear power has been considered the only viable option at present 

to secure energy with the reduction of CO2 emissions and thus 

preventing a continued global warming. However, using nuclear power as 

an energy source has caused a huge accumulation of spent fuel which is 

an inevitable by-product of nuclear energy. The research on a spent fuel 

management focuses on an improvement of the disposal efficiency by a 

volume reduction of a spent fuel, a 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 of long 

lived nuclides to improve their environmental friendliness, and a recycling 

of a spent fuel to reduce uranium resource consumption. 

   The fruitful results of this dry process based R&D project can be 

applied to the efficient direct disposal of a spent fuel, and the next 

generation fuel cycle as a key technology. KAERI has carried out a 10 

year research program entitled 'Development of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since 1997 as a part of a National Mid- and Long- 

term Atomic Energy R&D Program. The third phase of this project (2004. 

3. ～ 2007. 2.) focused on the scale-up research of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technology and we have successfully developed a 20 

kgHM/batch demonstration system. The tests of the system showed more 

than a 99% reduction yield and a Li2O recycling that fulfills the 

requirements of hot cell operation. When compared to the PYROX process 

of INL,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system developed in this project 

have comparative advantages in its application of a flexible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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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 relatively short reaction times and increased process yield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Performance of the a Lab-scale (20 kgHM/batch) Mock-up ACP System

  - Performance test of the lab-scale electrolyzer

  - Performance test of the lab-scale smelter

  - Performance test of the lab-scale salt ingot processor

 ￭Design/building and Blank Test of the ACP System

  - Design/manufacture of the Lab-scale (20 kgHM/batch) electrolyzer

  - Installation/blank test of the Lab-scale (20 kgHM/batch) electrolyzer

  - Design/manufacture of the Lab-scale (20 kgHM/batch) smelter

  - Installation/blank test of the Lab-scale (20 kgHM/batch) smelter

  - Design/manufacture of the Lab-scale (20 kgHM/batch) salt ingot processor

  - Installation/blank test of the Lab-scale(20 kgHM/batch) salt ingot processor

 ￭Perfomance Test of the ACP System

  - Inactive test and modifications of the lab-scale electrolyzer

  - Hot cell demonstration of the electrolyzer using SIMFUEL

  - Inactive test and modifications of the lab-scale smelter

  - Hot cell demonstration of the smelter using SIMFUEL

  - Inactive test and modifications of the lab-scale smelter

  - Hot cell demonstration of the smelter using SIMFUEL

 ￭Collecting Kinetic and Thermodynamic Data for the ACP system

  - Electrochemical reduction of RE2O3 in molten LiCl-Li2O

  - Electrolytic behaviors of LiI, LiBr, and Li2Se in molten LiCl-Li2O

  - Search and evaluation of the phase diagrams of major SF metals

  - Data collecting for the modeling of unit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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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imization of the ACP System

  - Assessment of the optimized ceramic anodes

  -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ceremic anodes

  - Optimization of the integrated cathode and anodes

  - Recovery of the LiCl molten salts

  - Development of the continuous salt distillator

  - Modeling of the unit processes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Scale-up Design Data for the ACP System

  - Mass balances of nuclides in the ACP system

  - Plans for the engineering-scale ACP system

  - Securing the scale-up data for the ACP system

  

IV. Results of the Project

 ￭Performance of a Lab-scale (20 kgHM/batch) Mock-up ACP System

  - The mock-up performance tests of the electrolyzer by using molten 

LiCl-3 wt% Li2O and U3O8 powders achieved a reduction yield of 

99%, a current density of 80 mA/cm2 and a Li2O closed recycling of 

40%. A plan for an improvement of the current density was devised 

by an optimization study.

  - The performance test of the smelter was conducted by using metal 

products from the electrolyzer. The reaction atmosphere control and 

heating system of the smelter met the design requirements. The 

content of residual LiCl-Li2O in the metal products was decreased 

from ～40 wt% to less than 25 μgLi/g by the smelting process.  

  - The method for the solidification of a molten salt based on the 

vacuum transfer and a dual vessel was developed. The used molten 

salt generated from the electrolyzer was transferred to the salt ingot 

processor and made into fixed size ingots. The salt ingot was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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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ed from the mold.

 ￭Design/building and Blank Test of the ACP System

  - ACP demonstration system (Electrolyzer, Smelter, Salt ingot maker) 

which met the process requirements (current density: 100 mA/cm2, 

Li2O Closed recycle ratio > 40%) was designed and installed in the 

ACPF hot cell. The preliminary test was comprehensively carried out 

by focusing on the performance requirements of the unit apparatuses, 

interprocess connectivity, handling of a nuclear fuel and a remote 

operability.

 ￭Perfomance Test of the ACP System

  - Assessment for the remote operability and operation methods of a 

lab-scale ACP demonstration system (Electrolyzer, Smelter, Salt 

ingot maker) was completed by considering the assembly, operation, 

dismantling and logistic diagrams. An improvement of the remote 

operability was achieved accordingly. 

  - The Electrolyzer showed a reduction yield of 99%, a Li2O recycling 

ratio of 40% and a current density of 100 mA/cm2 in molten LiCl-3 

wt% Li2O at  650 ℃ when the Li2O/U3O8 mole ratio was 8.0. 

SIMFUEL was fabricated by mixing metal oxides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which used the ORIGEN code. Under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 for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of U3O8 

powders, the test using SIMFUEL showed a reduction yield of more 

than 99%, a maximum allowable current of 130 A and a current 

efficiency of 75%. The factor for the anodic dissolution of a Pt 

electrode was investigated and the integrated anode system was 

modified. In the 20 kgHM/batch demonstration system using the 

SIMFUEL, the data on a material balance for respective nuclides 

was obtained by an analysis of the nuclear materials inside the 

integrated cathode and molten sa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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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smelting process consisted of a residual salt separation and a 

metal powder melting was carried out in the ACPF hot cell by using 

the uranium and SIMFUEL metal products from the Electrolyzer. 

The characterization and optimization of the process was conducted 

with an elemental analysis of the sintered SIMFUEL. A new method 

by using Li metal was developed for a melting of the fine metal 

powders.  

  - The used molten salt of the Electrolyzer was transferred into the 

lab-scale Salt ingot processor by using a vacuum transfer 

technology and made into a salt ingot in a mold. The salt recovery 

yields for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of U3O8 and SIMFUEL were 

> 95% and 99.7%, respectively. The salt ingots were easily removed 

from the mold and physical/chemical analyses of them were carried 

out. The temperature control system and structure of the salt 

transfer system was modified to minimize the dead zone.

 ￭Collecting Kinetic and Thermodynamic Data for the ACP System

  - For the first time, the generation of Li2REO2 by a reaction between 

rare earth oxides and Li2O, and the effects of a critical concentration 

of Li2O on the generation of Li2REO2 were evaluated and quantitative 

data was produced. RE2O3는 was metallized via an indirect 

electrolysis only under a very low activity of Li2O. Experimental 

data on nine rare earth oxides including Y2O3 (0.55 - 1.12 wt% Li2O) 

was produced. The dissolution behaviors of the lanthanides was 

investigated under an electrochemical reduction condition and a very 

low solubility of them was found.

  - The reaction behaviors of lithium metal compounds (LiI, LiBr and 

Li2Se) on the anode/cathode were analyzed in molten LiCl-Li2O. 

They were oxidized at more positive voltages when compared to the 

oxidation voltage of Cl- ion. The oxidized products were par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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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orized and the remaining parts in molten salts reacted with Li 

metal in the cathode leading to a decrease of the current efficiency. 

LiBr and Li2Se generated Li metal and were relatively stable. On the 

other hand, LiI did not generate a reoxidation current and instead 

reacted with other species in molten salts and thus disappeared.

  - Based on the binary phase, an analysis on the phase diagrams of the 

main SF metals in the unit processes was carried out. In the 

voloxidation process, the chemical forms of metal oxides introduced 

into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process were assessed by 

considering the M-O phase diagrams and the operation conditions of 

the voloxidation process. The formation of reaction intermediates by 

the reaction between Li metal and SF oxides/SF metal were 

investigated and mutual solubility of them was also evaluated. For 

the production of an uranium metal ingot, the phase diagrams were 

analyzed by focusing on the alloy formation of the uranium metal 

and the other SF metal alloys.

  - A mathematical model to simulate the mass transfer in the integrated 

cathode was developed. The mass transfer of an oxygen ion was 

measured by differentiating an internal diffusion which occurs inside 

a particle from an external diffusion. The internal diffusion did not 

depend on a Li2O concentration and appeared to determine overall 

diffusion rate. In the measurement of a reduction rate of U3O8 for 

the modeling of an unit process, the current efficiency based on the 

reduction yield of the uranium oxides was calculated to be > 75%. 

And the reduction yield appeared not to be dependent on the current 

density. The rate determining step of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process was the reaction between lithium metal and the uranium 

oxides.

 ￭Optimization of the AC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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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 the development of optimized ceramic anodes, Fe3O4, SnO2, NiO, 

LiFeO2 and LiCoO2 were selected as the candidate ceramic materials. 

Ball milling, a mechanical mixing, CIP, a binder burn-off and a 

sintering process were developed and applied to the manufacturing of 

the test samples.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anode samples 

were investigated in molten LiCl-3 wt% Li2O and the oxidation 

voltage of the oxygen and chloride ions were measured by using a 

linear sweep voltammetry. Addition of a dopant to a ceramic matrix 

increased the electric conductivity. Fe3O4 was oxidized. And SnO2 

showed a decrease of the current density. For LiFeO2, sintering 

problems caused an intrusion of the molten LiCl into the ceramic 

matrix.

  - The reduction potentials of Li2O and U3O8 in an integrated cathode 

system using a stainless steel mesh or a magnesia membrane were 

measured via a cyclic voltammetry. The mechanism of a direct and 

an indirect electrolysis in a respective integrated cathode system was 

also elucidated. The performance tests were carried out as a function 

of the thickness and porosity of a porous magnesia membrane, the 

material effects of a solid conductor, and the thickness of an 

uranium oxide layer leading to the design of the optimum structure 

for an integrated cathode. 

  - The alteration of an anode type increased the surface area and 

efficiency of the electrodes, and improved the remote operability. 

Platinum anodes of a rode-type, wire-type, hole-type and mesh-type 

showed a good performance in an electrochemical reduction system. 

Especially, the hole and mesh-type anodes decreased the 

overpotential with a removal of oxygen gas on the electrodes 

surface. 

  - For the removal of moisture in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process, 

an operation procedure which consisted of a preheating to 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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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a normal operation at the set temperature and a normal 

operation during the metal melting was established. From the 

operation results and analysis on the system requirements of the 

molten LiCl condensation and recovery, the criteria for the concept 

design of the main components were established by creating a 

system diagram of the molten LiCl condensation and recovery 

process. 

  - For the development of a continuous salt distillator, an apparatus 

(maximum temperature: 1,500 oC,  vacuum: < 10-2 torr) which can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alt separation/vaporization as a 

function of time, temperature and vacuum degree was manufactured. 

The interactions between salt/fission products, salt/salt, salt/rare 

earth oxides were investigated. Accordingly, the condition for a 

selective separation of LiCl was determined. The development of a 

vaporization model was used to set the operation criteria for the 

scale-up apparatus.

  - The model to simulate the oxidation rate of pellet-type UO2 in air 

was developed. During the voloxidation process, the metallic 

component in a spent fuel appeared to be an oxide-metal mixture 

when fed into the Electrolyzer. For a reduction of AM and AEM 

elements which were chlorinated during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process, the cell voltage was calculated to be more negative than 

-3.4V. U3O8은 was reduced to U metal via UO2. Except for rare 

earth oxides, the other oxides were reduced to their respective metal 

forms before the metallization of U3O8. The process conditions of a 

salt vaporization and a smelting were calculated by an equilibrium 

model which can predict the operation conditions by considering the 

compositions of the introduced materials.

 ￭Evaluation of the Scale-up Design Data for the AC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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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 the ACP system for a demonstration, the material balances and 

reduction yields of the nuclides were evaluated and a dissolution of 

the high heat load fission products such as AM and AEM into a 

molten salt was quantitatively measured.

  - On a basis of the tests using SIMFUEL, the next research items 

such as a fuel throughput, Li2O recycling in an electrolyzer, 

electrodes and their current density, operation conditions of a 

scale-up system and its modulation were evaluated

V. Proposal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ject

   The original technology, an electrochemical reduction of spent fuel,  

developed in this project can be applied as a standard process for the 

next project, “PWR Spent Fuel Volume Red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Cross Fuel Cycle R&D Item of the GEN IV 

system chose the reduction technology as a key pursuing topic by 

highlighting its function to connect a PWR fuel cycle to a GEN IV fuel 

cycle. The concrete plans are as follows.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process of this project reduces PWR spent fuel to a metal form, and the 

following electrorefining process recovers more than 95% of uranium as a 

low level waste and thus can significantly reduce the volume of a high 

level waste to be disposed. The development of an engineering-scale 

pyroprocessing system by 2016 can technically support the early 

realization of a GEN IV nuclear power system and supply the nuclear 

fuel for the first core of a SFR system which will be deployed around 

2040. The research efforts of this project to develop a 

proliferation-resistant fuel cycle technology can contribute to the energy 

security of Korea.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technology can also be 

applied to the production of high value metals from the respective metal 

ox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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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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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력수요의 약 18%를 원자력이 공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자원 의

존형 에 지를 체할 수 있는 제4세 의 체 에 지원이 개발되지 않는 

한 원자력에 지 이용의 확 는 계속될 망이다. 21세기 들어 우리에게 주

어진 가장 큰 명제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 (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 을 해서는 지구환경에 악

향을 주지 않고, 후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 우리에게 필요한 청정

에 지의 공 원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원자력 발 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 지원이면서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환경에 합한 에 지원이라

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 이라는 명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실 으로 

가장 유망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를 완벽하게 뒷받침하기 해서는 원자력 

발 소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효율 인 처리문제가 선행되

어야 한다. 

  원자로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방사선과 열을 방출하는 고  

폐기물인 반면에 재사용이 가능한 우라늄과 루토늄을 함유하고 있는 미래

의 요한 에 지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원의 재활용을 해 재 몇몇 국

가에서는 습식 재처리에 의한 루토늄을 회수하여 원자로에 재순환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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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등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제약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Dirty Fuel, Clean Waste" 개념이며,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 

pyroprocessing 기술이다.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리 방안은 원자력 발 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요건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핵연료주기 기술

이 환경 친화성, 핵확산 항성  경제성을 가지면서 자원 활용을 극 화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pyroprocessing 기술은 재 당

면하고 있는 습식 재처리 기술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안으로 

각  받고 있으나 아직 기술의 실용화를 해서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세계 으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pyroprocessing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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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이 크기 때문에 멀지 않은 장래에 기술의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특히 미국은 카터정부 이후 사용후핵연료의 상업  재이용을 반

하고, 직 처분 정책을 일 되게 추진해왔으나, 최근 직 처분만이 사용후핵

연료의 최  리방안이 아님을 인식하고 새로운 돌 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한 직 인 원인은 유카마운틴 처분장의 용량한계와 렴하고 안정

 에 지 공 이 가능한 기술주도형 원자력 에 지 이용의 확 가 불가피

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2002년

도에 AAA (Advanced Accelerator Applications) 로그램과 EBR-II Spent 

Fuel Treatment 로그램을 통합하여 AFCI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로그램을 본격 으로 착수하 다. AFCI 로그램은 단기 으로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감소시켜 제 2 처분장의 필요성을 배제함과 동시에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통해 루토늄 재고량을 획기 으로 감축하고, 장

기 으로는 2040년경에 도입 정인 GEN-IV 원자로시스템의 재순환핵연료주

기 기술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 2006년 2월 6일 미국 DOE

는 선진에 지정책(AEI, Advanced Energy Initiative)의 후속조치로서 발표

한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GNEP)"을 통해 고 폐기물의 발

생량  핵확산 험을 감소시키면서 원자력에 지 이용을 확 하려는 구체

 략을 수립하 다. 미국은 이를 통해 에 지 추가 생산과 폐기물 감소, 

핵확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확산 항성 핵연료주기 기술을 개발하

기 해 선진 원자력기술 보유국가와의 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에게 지속

으로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핵연료를 공 하는 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 한 국가 의지도 종래의 

“Wait and See"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술자립을 극 으로 추진한다는 매

우 확고한 입장으로 변화하 고, 한․미간의 력 약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

는 i-NERI 로그램과 미국 주도로 원자력 선진 10 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

고 있는 GEN-IV 원자로시스템 개발계획에도 주도 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 제254차 원자력 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

는 제4세  원자로시스템에 합한 핵확산 항성 pyroprocess 핵연료주기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하여 사용후핵연료의 부피감용과 소멸을 한 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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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 기술개발 략을 제시하 다. 이 략은 2011년까지 실험실 규모

의 pyroprocess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단기계획과 2020년까지 공학규모 종합

공정 실증시설을 구축하는 ․장기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의  

pyroprocess 기술은 원자력 장기 계획사업을 통해 1997년부터 본격 으로 

연구개발을 착수하 다. 본 과제는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황에 

비추어 처분장의 비용을 최소화하며, 핵연료의 이용을 최우선 으로 고려하

여, PWR 핵연료주기와 제4세  원자로시스템과의 연계를 한 핵비확산성 

처리 공정개념인 산화물핵연료 속 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3월부터 착수한 3 단계 연구에서는 미국 ANL 연구소의 원천기술

인 리튬환원기술을 체할 수 있는 해환원 기술개발을 으로 추진하

여 속 환율  회수율 99% 이상, Li2O Recycle 구   Hot Cell 운 요

건에 부합되는 20 kgHM/batch 규모의 실증용 해환원시스템을 성공 으로 

개발하는 성과가 있었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해환원시스템은 미국 INL 

연구소의 PYROX 공정과 비교하여 다양한 반응메커니즘 구 , 그리고 반응

시간  공정수율 향상 등 기술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 특히 

본 단계에서는 ACP 핫셀에 설치된 20 kgHM/batch 규모의 실증용 해환원 

속 환시스템의 SIMFUEL 상 성능평가를 통해 우라늄산화물이 99% 이

상 속 환되고, cell의 과 압과 anode effect를 최소함으로서 류 도 100 

mA/cm2  류효율 80% 이상 구 이 가능함을 실험 으로 확인할 수 있

었다. 공정시스템 최 화 연구에서는 성능평가 과정에서 일부 발생되는 일체

형 cathode 극의 압강하, anode effect 상 최소화, 단 장치의 모듈화 

 단순화를 통해 핫셀 운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 다. 고가

의 백  산화 극을 체할 수 있는 세라믹 극은 실험 으로 개발 가능성

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극체의 기계  특성, 기 도도  소결성 향상

을 한 후속연구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한 고온 용융염 물리․화학  

자료생산 분야에서는 bench-scale 장치를 이용한 surrogate의 해환원 반응

속도 측정  반응메커니즘 규명, 주요 핵종의 분배계수 자료생산, 고온 용

융염계에서 산소  속이온의 물질 달속도  확산계수 측정 등 정량

인 자료를 생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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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1. 차세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황

  원자로에서 에 지를 생산한 후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방사능과 

열을 지니고 있는 고 방사성물질인 동시에 에 지로 재사용이 가능한 우

라늄과 루토늄을 포함하고 있는 미래 에 지 자원이다. 이와 같은 사용후

핵연료를 직 처분하는 것은 한 처분장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사용후핵

연료의 장기 거동에 한 불확실성 등에 의해 리상의 문제 을 지니고 있

다. 이에 따라 재 몇몇 국가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서 활용하기 

하여 PUREX와 같은 습식 재처리에 의해 루토늄을 회수하여 원자로에 

재순환시키고 있으나 순수한 Pu의 분리로 핵확산의 험성이 증가하는 등 

많은 제약이 상존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활용을 제고하고 핵확산 항성, 경제성  환경 친화성 

등을 확장시킨 선진핵연료주기 기술은 “Dirty Fuel, Clean Waste” 개념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의 구성원소를 여러 개의 stream으로 분리하

여 특히 Pu과 Np은 MOX 연료로 제조하여 열 성자로에서 연소시킨다. 선

진핵연료주기 기술은 Pu을 독립된 stream으로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핵확산 

항성이 높으며 폐기물의 발생량이 어 경제 이며 친환경 인 기술로 인

식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2년 유카마운틴을 직 처분장으로 확정한 직후, 연간 2,000

톤 규모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고려했을 때 유카마운틴의 사용후핵연

료 법  반입 허용량을 2015년에 과할 것이라는 상을 바탕으로 DOE 주

하에 AFCI 로그램을 본격 으로 착수하 다. AAA 로그램과 EBR-II 

Spent Fuel Treatment 로그램을 통합한 AFCI 로그램은 존하는 상용

원 과 차세  원 용 선진핵연료  사용후핵연료주기 기술개발과 고  

폐기물의 지층처분 비용 감  처분장 활용율 향상을 목표로 단기 으

로는 추가 인 처분장의 필요성을 배제하고 장기 으로는 GEN-IV와 연계한 

Closed Fuel Cycle 개발과 GEN-IV 원자로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AFCI 로그램은 미국 원자력시스템 도입 략에 맞춰 Fig.2.1.1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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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0에서 Phase 4의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Phase 0, 1  2에서는 제

2 처분장의 필요성 배제를 한 고 폐기물 부피 감과 유카마운틴 처분

장의 용량확장을 한 방안, 그리고 Pu inventory의 감축 등 단기  목표를 

한 연구가 으로 수행되며 Phase 3과 4에서는 장기 인 단계로 

GEN-IV 원자로 시스템 도입에 맞추어 장수명 핵종 분리를 통한 방사능 독

성  열원을 획기 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을 실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Fig. 2.1.1 Phased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Advanced 

              Nuclear Fuel Cycles in the U.S.

  AFCI 로그램은 separation, fuels, transmut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system analysis로 구성되어 있으며 separation 분야에서는 핵확

산 항성  물리  방호성, 경제성이 있는 화학 분리공정 개발을 통해 

AFCI 로그램에서 으로 추구하고 있는 고 폐기물 부피감용과 

TRU 원소 분리를 통한 처분장의 장기 열부하  방사능 독성의 획기  감

축  GEN-IV 핵연료주기의 완성을 한 기술지원을 핵심 으로 수행하고 

있다. Separation 분야의 주요 상 milestone은 Fig.2.1.2와 같으며 주요 연

구 항목으로는 advanced aqueous separation, pyrochemical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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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product storage, spent fuel treatment facility scoping design, 

GEN-IV separations development, advanced process development  

EBR-II spent fuel treatment가 있다.

Fig. 2.1.2 Sepa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Major Milestones.

  AFCI separation 로그램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하는 공정 

련 연구 분야는 습식기술을 이용하는 advanced aqueous separation과 건

식기술을 이용하는 pyrochemcial separation 분야이다. advanced aqueous 

separation 연구에서는 고 폐기물의 부피 감을 해 우라늄의 90% 이상

회수, 단반감기 고방열 핵종의 분리, Pu과 Np의 회수  장수명 핵종인 MA

의 회수를 해 Fig.2.1.3의 공정도와 같은 습식공정인 UREX+ 공정개발에 

을 두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2008년도까지 UREX+ 공정 는 이를 보

완한 공정의 개발과 실증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랑스 CEA와 공동으

로 La Hague 재처리시설에 PWR SF 80톤의 공학규모 시설을 건설하여 실

증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Pyrochemical separation 분야는 GEN-IV 핵연료주기의 핵심공정 개발을 

한 연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는 



- 68 -

Fig.2.1.4와 같은 PYROX 공정을 제안하 다. 한, 분리율 향상  공정 단

순화를 한 습식  건식 하이 리드 공정의 개발에 을 두고 있다. 최

우선 으로 고려하고 있는 연구는 U과 Tc을 분리하여 pyrochemical process

에 도입되는 핵연료 물질의 양을 최소화함으로써, 후속공정에서의 분리율 향

상, 공정용량 최소화를 한 기술을 2009년도 말까지 완료할 정이다.

Fig. 2.1.3 UREX+ process.

  미국 에 지부(DOE)는 2006년 2월 새로운 원자력 개발 종합 략으로서 

국제 원자력 트 쉽(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을 발표하

다. 이는 부시 통령이 2006년 연두교서에서 밝힌 선진에 지계획(AEI, 

Advanced Energy Initiative)을 실행할 원자력분야의 구체 인 실천방안으로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미국의 에 지 수 체계를 개선하기 하여 

차세  원자력 발 소를 신규 건설하며 핵연료 재순환 기술과 소멸처리로 

개발을 통해 핵연료 활용성 제고  방사성폐기물을 감소시키는 목표와 함

께 핵무기 확산 험 제거와 개도국 지원을 한 국제 력체계 구축을 해 

핵연료서비스 로그램을 개발하며 개도국 지원용 소형원자로 개발  건설

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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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PYROX process.

  GNEP은 1977년 카터 통령이  지시킨 핵연료 재처리에 한 핵연료 

재순환 정책의 재고를 의미하고 있다. GNEP을 통해 비확산성 핵연료 재순

환 기술개발을 에 지문제 해결과 유카마운틴 처분장의 수용한계를 해결하

기 한 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자력 이용국의 핵주기 기술개발을 

지하는 신 이들 국가에 핵연료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Fig.2.1.5와 같은 구

조의 이행 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제 으로 논의되고 있는 핵연

료주기 설비의 공유와 핵연료 공 체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한 략으로 

이해된다.

  GNEP은 최근 산업체 참여  연구개발에 집 하여 CFTC (Consolidated 

Fuel Treatment Center)를 2020년까지 건설하여 기에 우라늄을 먼  분리

하고, 추후 우라늄 원소를 분리하여 고속로 핵연료를 제조하는 한편 ABR 

(Advanced Burner Reactor)을 2020년까지 건설하여 장반감기 악티나이드 원

소를 소멸시켜 고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부담을 획기 으로 감축하는 

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 Advanced module을 개발하여 우라늄 원소의 

분리  고속로 연료 제조와 AFCF (Advanced Fuel Cycl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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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를 2016년까지 확보하여 우라늄 원소의 재순환 기술을 종합 으로 

실증하기 한 핫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Fig. 2.1.5 GNEP fuel service.

  일본은 1956년 제1차 원자력 장기계획 수립 이후 재까지 원자력정책을 

장기 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은 MOX를 이용한 고속로 실용화를 핵

연료주기 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하여 JNC(  JAEA)와 CRIEPI에서는 고속로 

 고속로 핵연료주기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열 성자용 MOX 연료  

소멸처리용 가속기와 핵연료주기기술 개발은 JAERI(  JAEA) 주도하에 연

구 개발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 원회는 2005년 연구 개발과 원자력 과학  공학 기술을 증

진시키기 한 원자력 에 지 정책을 하여 “원자력정책 강(原子力政策大

綱, Framework for Nuclear Energy Policy)”을 발표하 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할 뜻을 나타냈다. “원자력정책 강”에서는 일본 원자력 에 지의 

활용을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해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부담을 감소시

키기 해 P&T 기술을 극 개발하고 2030년 이후에도 수 의 원자력 

력생산 비율을 유지 는 증가시켜야하며 Fig.2.1.6과 같이 기존 LWR을 

체하기 한 개량형 LWR과 FBR을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 고

속로와 고속로 핵연료주기 기술이 장기  에 지 안보와 방사성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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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해 필요하며 이를 해 고속로 주기 시스템의 타당성 연구를 

Fig.2.1.7과 같이 2015년에 완료하고 2050년 FBR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하

다.

Fig. 2.1.6 Replac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in Japan.

Fig. 2.1.7 Feasibility study on FR cycle system.

  일본의 고속로 주기 타당성 연구 Phase I ('99～'00)을 통해 고속로 핵연

료주기에 용 가능한 기술에 한 조사  실험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Phase II ('01～'05)에서는 핵연료주기 기술의 설계연구와 병행하여 기 실험 

 공학규모의 성능평가를 통해 정량 인 기 자료를 확보하고 Fig.2.1.8과 

같은 기술 옵션에 한 용타당성 평가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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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I의 결과 건식처리 기술  불화물 휘발법을 배제한 2가지 기술과 

차세 습식공정(Advanced Aqueous Process)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Phase II에서는 설계연구와 병행하여 정량 인 데이터 확보를 한 기 실험

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후보기술에 한 기술성 평가를 완료하 다. 2005년

까지의 2단계 연구에서 Eng-scale 실증실험을 통해 NEXT(New Extraction 

System for TRU Recovery) 공정을 차세 습식공정으로 선정하 으며 건식

공정에서는 속 해정련 공정을 옵션으로 선택하 다. 한 건식공정에 

해서는 속 핵연료주기와 연계한 Fig.2.1.9와 같은 산화물 연료 핵연료주기

를 구상하고 있다.

Fig. 2.1.8 FR cycle system activities of Japan.

  랑스는 재 59기의 원 이 가동 인 발 규모 세계 2 의 국가로 사용

후핵연료는 단기 장 후 재처리하여 Pu을 기존 경수로에 재순환시키고 있

다. 2006년 랑스 통령은 2020년까지 신형 고속로 건설을 지시하 으며 

랑스 의회는 국가 리 기본 원칙을 결정하 다. 이 원칙에 따라 2012년까

지 기술  가능성 평가서를 제출하고 재처리  재활용을 근간으로 하여 

2020년까지 Prototype의 장반감기 핵종 소멸용 고속로를 건설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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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9 Metal fuel cycle integrated with oxide fuel treatment.

 

  CEA의 Atalante 시설과 PHENIX에서 P&T에 한 연구가 '01～'05년 수

행되어 습식법을 이용하여 MA의 99.9%를 회수하 으며 MA 소멸 가능성을 

입증하 다. 한 P&T와 핵비확산이 강화된 GEN-IV 시스템을 연계하여 

Fig.2.1.10과 같은 모든 TRU의 integral recycling 기술인 GANEX(Global 

Actinide Extraction)를 개발하여 제조된 TRU연료를 Monju에서 조사할 

정이다.

  핵연료주기 시설에 해 랑스는 2020년 연간 수톤 규모의 (U,Pu)O2 연

료 제조 시설과 GANEX 기술을 이용한 연간 10 kg 규모의 소규모 

(MA,U,Pu)O2 연료 micropilot plant를 건설 가동하여 GACID(Global 

Actinide Cycle International Demonstration) 로그램 하에 Monju에서 MA 

연료를 조사시험 할 정이다. 2040년 FR과 새로운 핵연료주기 시설에 한 

시나리오로 SFR 는 GFR의 고속로 시스템의 도입과 GANEX 공정을 이용

한 La Hague에 새로운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Fig.2.1.11과 같이 장기 으로 GEN-IV 연료 주기에 U-Pu-MA을 함께 재순

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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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0 GANEX process.

Fig. 2.1.11 French approach for recycl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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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기술

  최근 원자력분야의 연구개발(R&D)은 환경친화 이고 경제 이며 정책

으로 수용가능한 차세  연료주기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데 을 맞추

고 있다. 이러한 에서 미국의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AFCI)는 

2010년까지 기술 으로 가장 타당하고 바람직한 핵연료주기 옵션을 정량

으로 정의하 으며 이에 필요한 기술개발  실증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미

국의 AFCI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뿐만 아니라 궁극 으로 GEN IV 원

자로와 연계하기 한 연료주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하여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에서, Pyrochemical 기술(건식공정)은 Generation 

IV 원자로 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장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

는 pyrochemical 기술이 통 인 습식 공정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 

연료 공정에 쉽게 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리튬 속을 이용한 고온용융염 환원기술

    미국 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에서 수행한 Integral Fast 

Reactor (IFR) 핵연료주기 재순환 로그램에서 pyrochemical process 기술

에 기반을 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을 수행하 다 [2.2.1]. 통 인 습식공

정에 비해 핵비확산성, 공정의 단순성, 반응물질의 재순환에 의한 폐기물양

의 최소화, 처리시간 단축  연료제조 등의 장  때문에 pyrochemical 

process가 IFR 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ANL에서 수행된 IFR 로그램에

서 산화물연료인 경수로(LWR)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우라늄과 TRU 물질을 

추출하기 해 용융염을 이용한 기야 (electrometallurgy) 기술이 개발되

었다. LWR 연료의 처리를 한 pyroprocessing 공정은 악틴족산화물의 환

원(reduction) 단계와 우라늄, TRUs  핵분열생성물(FPs)을 분리하기 한 

해정련(electrorefining) 단계로 크게 나뉜다 [2.2.2, 2.2.3]. ANL에서 개발된 

리튬 속을 이용한 환원공정에서 LWR 사용후핵연료는 650 ℃의 LiCl 용융

염에서 리튬 속에 의해 속으로 직  환원된다. 리튬 속은 

pyroprocessing에서 산화물핵연료의 환원제로써 몇 가지 장 을 가지고 있

다. 리튬 속은 비교  낮은 온도에서 actinide 산화물을 환원시킬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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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산화물은 환원시키지 않는다. Fig. 2.2.1은 미국 ANL에서 제안한 

LWR 사용후핵연료의 연료주기를 제시하고 있다.

Fig. 2.2.1. LWR fuel cycle suggested by ANL.

  ANL에서는 리튬 속을 이용한 UO2 펠렛의 환원공정에 한 범 한 연

구를 수행하 으며 30 kg/batch UO2 펠렛 규모의 공정에 한 실증실험을 

수행하 다. 산화물연료의 환원은 650 ℃의 LiCl 용융염에서 수행하 으며 

부산물로 얻어지는 Li2O는 용융염으로 용해된다. 후속공정인 electrowinning

에 의해 LiCl/Li2O 용융염에서 리튬 속이 회수되어 속 환공정으로 재순

환된다 (Fig. 2.2.2).

  리튬 공정에서 산화물 핵연료는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속으로 환

된다.

MxOy + 2yLi → xM +yLi2O

이때 고방열 핵종인 알칼리  알칼리토 속 원소들(Cs, Sr  Ba)은 매질

인 염화리튬(LiCl) 용융염과 반응하여 염화물로 환/용해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희토류 계열 핵분열 생성물은 산화물 형태 는 산화리튬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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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화물을 형성하여 소량 용해되기도 한다. 이때, 루토늄은 3.0 wt% 이상

의 Li2O 농도에서 다음과 같이 재산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Pu + 3Li2O → Pu2O3 + 6Li

따라서 리튬 공정에서는 Li2O 농도를 일정 수  이하로 유지시켜야 하며 반

응성이 강한 리튬 속의 산화방지를 해 공정 체를 불활성 분 기로 유

지시켜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일본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공정  연계공정인 해정련에 

한 기 연구는 CRIEPI  JAERI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리튬 환원 공정은 

CRIEPI와 국의 AEA Technology (AEAT)와의 공동연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악티나이드를 분리하기 한 공정실증  개

발은 ITU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진행 이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UO2  SIMFUEL을 이용한 리튬환원 공정의 실

증연구  주요 FPs의 열학 인 거동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2.2.4-2.2.6]. Usami 등[2.2.5]은 리튬 환원 공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하 다.

  (1) 산화물 핵연료가 650 ℃에서 LiCl 용융염과 한다.

  (2) 악티나이드 산화물은 Li 속의 첨가에 의해 속으로 환원된다.

  (3) 환원된 속은 순수 LiCl로 세척되어 Li2O를 제거한 후 해정련 공정  

      으로 연계된다.

  (4) Li 속은 electrowinning 공정에 의해 LiCl로부터 회수된다.

  상기공정에 한 공정흐름도가 Fig. 2.2.2에 나타나 있다. 이들은 PuO2의 

환원반응은 리튬산화물의 농도가 포화상태 (8.8 wt%) 하에서도 발생하며, 

Gibbs 자유에 지에 근거한 측치보다 쉽게 환원된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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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 Schematic diagram of Li reduction process.

  한 CRIEPI에서는 AEAT와의 공동연구 결과로써 악티나이드 핵종인 

AmO2를 리튬 속을 이용하여 환원시킨 결과 99.9%의 환원율을 달성하 다

고 보고하 다 [2.2.7]. 

  국내에서는 리튬 환원 공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연구를 원자

력연구개발 장기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1997년부터 

수행해 왔으며, 20 kgU/batch 규모의 속 환 mock-up 시스템을 시험하

다 [2.2.8]. 한국원자력연구원는 리튬 환원 공정에 한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연구를 해 2000년부터 3년간 러시아의 Research Institute of Atomic 

Reactors (RIAR)와 공동연구를 수행하 으며, 기존의 리튬 환원 공정에 건

식분말화 공정을 추가하여 UO2 펠렛을 U3O8 분말로 환시킴으로써 리튬과 

우라늄산화물과의 화학반응성 측면에서 유리한 공정을 제시하 다. 한 환

원반응 후 미세 우라늄 속분말을 용융염으로부터 회수하기 해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를 이용한 직 여과법의 개념을 제시하 고 이를 공정에 

용하 다 [2.2.8].

  비교  긴 연구기간에도 불구하고 리튬환원 공정은 공학규모의 속 환

시스템 성능평가 단계에서 TRU원소의 속 환성 이외에 공정 운 성  

안정성, 장치재료의 부식  리튬 속 회수 등의 문제 이 야기되어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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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연되거나 체공정의 개발 쪽으로 연구방향이 진행되고 있다.

 나. 기화학  속 환 기술

    리튬 환원공정을 체하기 해 해환원을 이용하는 신기술이 산화물

핵연료의 속 환 공정을 해 도입되었다. 미국에서 1996년부터 개발되고 

있는 electrometallurgy 기술을 산화물 핵연료에 용하기 한 처리 기술

로써 미국의 ANL에서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산화물의 직  는 

간 해반응을 통한 속 환 연구를 시작하 다 [2.2.9-2.2.12]. 이러한 기

술은 국 Cambridge 학의 Fray 등의 연구결과에 의해 많은 향을 받았

다 [2.2.13-2.2.14]. Fray 등은 CaCl2, CaCl2-NaCl  BaCl2-NaCl 등의 다양

한 용융염계에서 속산화물로부터 Ti, Nb, Ta, Cr, W, NbTi  Nb3Sn 등

의 다양한 속  합 을 제조하 다 [2.2.14-2.2.18]. 기화학  속 환 

공정은 해셀에서 기에 지를 이용하여 산화물을 속으로 환시키는 

반응을 포함한다. 일반 인 속산화물의 기화학  속 환 반응은 다음

과 같은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2.2.19].

  (1) 산화물로부터 극표면으로 산소의 물질 달

  (2) 환원 극과 용융염매질사이의 계면에서의 자이동

  (3) 속산화물의 기공을 통한 용융염 매질로의 산소이온의 기공확산

  (4) 환원 극에서 용융염 매질을 거쳐 산화 극으로 산소이온의 물질 달

  재 미국에서는 Idatho National Laboratory (INL)을 심으로 

pyroprocessing에 기 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기화학  환원기술을 개

발 에 있다. 이 기술은 기존의 리튬환원공정과 리튬회수공정을 통합한 개

념으로 공정의 단순화, 불활성 분 기 제한요건 완화 등 기술 /경제  측면

에서의 장 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의 분리  장주기 핵종을 

고속로에서 소멸처리 시킴으로써 Yucca Mountain 처분장의 처분용량을 기

술 으로 약 50배 정도 증가시키는데 그 목 이 있는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AFCI) 로그램의 한 연구 분야로써 미국의 INL에서 산화물핵연

료 처리를 해 해환원공정과 해정련공정이 포함된 pyrochemical 

reduction (PYROX) 공정이 개발 에 있다 [Fig. 2.1.4]. 

  해환원 연구개발 기 ANL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kg 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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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라늄산화물을 이용하여 해환원 공정에 해 실증하 으며 미조사 

MOX 연료(UO2-5% PuO2)를 gram 규모의 반응기에서 실증한 결과 99.5%의 

속 환율을 얻었다. 

  INL에서는 지난 2003년 엔지니어링 자료를 확보하기 한 고용량의 해

환원실험을 성공 으로 완료하 으며 이 과정에서 지 설계 개선을 통해 

기존의 테스트에 비해 류 효율을 약 50% 증가시켰으며 98%의 환원율을 

달성하 다. 

  미국 INL은 BR-3 사용후핵연료(4.5 at% burn-up, 25-yr decay)의 해환

원 반응을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 (HFEF)에서 bench-scale 규모로 

수행 에 있으며 Fig. 2.2.3과 같은 Hot Fuel Dissolution Apparatus 

(HFDA)라 불리는 해셀에서 재까지 650 ℃의 1 wt% Li2O/LiCl 조건 하

에서 약 50 g/batch BR-3 핵연료의 해환원 시험을 수행하 다. 미국에서

는 해환원 연구 기에 2.40 ～ 2.47 V의 셀 에서 조업함으로써 Li2O의 

분해반응을 억제하고 UO2의 직 해가 발생하는 조건에서 해환원 반응을 

수행하 으나 재는 2.47 ～ 3.46 V의 셀 에서 해반응을 수행하여 

99%의 속 환율을 달성하 다 [2.2.20]. INL의 해환원 실험에서 TRU 

속의 경우 Pu와 Np의 해환원율은 약 98%, Am의 경우 약 90%의 환원율

을 보 으며 이 외에 NM의 경우 핵종에 따라 50 ～ 97%, RE의 경우 30 ～ 

80%의 속 환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2.20]. 이와 같은 성공 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scale-up에 한 연구가 본격 으로 착수되어 2007년부

터 lab-scale(1 kg/batch) 규모에서 active demonstration과 병행하여 향후 

주요 핵종의 해환원 거동에 한 정량 인 평가를 으로 수행할 

정이다.

  일본의 경우 LWR과 속연료 고속로 핵연료주기를 연계하기 해 

pyrometallurgical 공정이 개발 이다. 일본에서는 CRIEPI가 LWR 사용후핵

연료의 속 환 공정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기존의 리튬공정을 이용하여 

속 환 실험과 리튬을 회수하기 한 electrowinning에 한 연구를 수행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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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 Hot Fuel Dissolution Apparatus(HFDA).

  그러나 일본에서도 기존의 리튬 환원공정보다는 기화학  속 환방식

이 보다 효과 이라고 단하여, 2004년부터 해환원공정과 련하여 반응

온도  셀  등과 같은 조업조건이 상이한 CaCl2와 LiCl의 두 가지 용융

염  백 산화 극과 glassy carbon 극을 이용하여 UO2와 MOX 연료에 

하여 연구를 진행 이다. 일본 CRIEPI에서는 UO2를 이용한 해환원 실

험의 경우 LiCl 용융염에서 100 g 규모에서 해환원 실험을 성공 으로 수

행하 다고 보고하 으며(Fig. 2.2.4), 2005년에는 Fig. 2.2.5에 보인바와 같이 

CRIEPI에서는 PWR 복합산화물(MOX) 연료의 기화학  속 환에 한 

물질수지 흐름을 제시하 다 [2.2.21]. 1 gUO2/batch 규모의 실험에서 820 ℃

에서 CaCl2을 용융염으로 이용한 경우 34%의 류효율을 얻었으며, 650 ℃

에서 LiCl을 이용할 경우 57%로 류효율이 향상되었다. 한 일본의 경우 

9.5% Pu 함량을 갖는 MOX 연료를 이용하여 해환원 실험을 수행한 결과 

MOX 연료  사용후핵연료가 순수 UO2보다 쉽게 해 환원될 것으로 상

하 다 [2.2.21-2.2.23].

  한국의 경우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해환원 기술개발은 한국원자력연구

원(KAERI)의 독자 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지난 4년간 비약 인 발 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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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4. Cathode basket for 100 g UO2 treatment.

  한국원자력연구원는 사용후핵연료의 부피감용을 목표로 하는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ACP) 연구과제를 통해 5 kgU/batch 규모

를 거쳐 ACPF 핫셀에서 20 kgHM/batch 규모의 해환원 시스템의 

inactive demonstration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해환원 반응기뿐

만 아니라 slitting 장치, 건식분말화 장치, 폐용융염 처리장치  환원된 

속우라늄을 잉곳으로 제조하는 스멜터를 포함한다.

Fig. 2.2.5. Material flow of pyroprocessing of MOX spent fuel by       

           electrochemical reduction technology.

  KAERI의 해환원 공정은 LiCl-Li2O 용융염에서 해반응으로 생성된 

속리튬을 우라늄산화물과 일체형환원 극 내에서 반응을 시킴으로써 우라늄

산화물을 속으로 환시키는 반응공정으로 약 90%의 류효율을 달성하



- 83 -

다. 특히 마그네시아 멤 인이 장착된 일체형 환원 극의 개발과 Li2O의 

재순환이라는 독창 인 반응 메카니즘의 구 으로 미국  일본과 차별화된 

시스템을 개발 에 있다 [2.2.24-2.2.29]. KAERI에서는 반응메카니즘, 열역

학  반응공학  기 연구  scale-up 등에 련한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KAERI의 해환원시스템에서 우라늄산화물의 속 환 반응은 다음과 

같은 경로에 의해 진행한다 [2.2.24].

환원 극:  Li+ + e- → Li                 

U3O8 + 16Li → 3U + 8Li2O

Li2O → 2Li+ + O2-

산화 극:    O2- → 1/2O2 (g) + 2e
-

  상기와 같은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기화학  속 환공정은 기존의 

리튬환원공정과 비교하여 몇 가지 뚜렷한 장 을 가지고 있다 [2.2.30]. 첫째, 

반응성이 높은 Li 속을 취 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안정성에서 크게 유리하

다. 둘째, 단 장치당 사용후핵연료 처리능력이 획기 으로 증 될 수 있다. 

셋째, 추가 인 리튬 속 회수공정(Electrowinning)이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화학  속 환 공정에서도 LiCl-Li2O 용융염계에서의 부식문제, 고가

의 산화 극인 백 을 체할 수 있는 고효율의 세라믹 극 개발 등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 이 있다. 

  국제 인 핵연료주기 연구개발의 변화에 맞춰 pyroprocessing 분야에서도 

공정의 개발속도를 단축시키고 효과 인 연구개발을 해 국제공동연구가 

활발히 수행 이다.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Gen-IV 원자로의 에 지원으로 

재사용 는 해정련(Electrorefining)과 연계한 획기 인 고 폐기물의 

감용을 해서 속 환 기술이 핵심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해 사용

후핵연료의 속 환 분야에서도 KAERI-INL 등의 국제공동연구가 활발히 

추진 이다.

3. Cathode Processing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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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CP Smelting 공정과 Cathode Process

    한국원자력연구원 ACP 공정의 smelting 공정은 염증류와 미세 속분

말의 용융이라는 두 개의 주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한 건식공정의 일환으로, 해정련 공정이 종료된 후 환원 극으

로부터 회수된 속 환체로부터 잔류염을 증류하고 속체를 용융시키는 

cathode process와 유사한 이 많다. 구체 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smelting 공정과 cathode process 공정의 유사성과 차별화되는 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Smelting 공정의 선행공정인 LiCl-Li2O 용융염상에서의 해 환원공정에

서, 속 환체는 환원 극부의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에 담긴 상태로 있으

며, 공정 종료 후 이 속 환체는 잔류염과 함께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에 

담겨 smelting 공정으로 이송되게 된다. 천연우라늄을 사용한 ACP mock-up 

실험 결과에 의하면 smelting 공정에 도입되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 내에

는 속 환체뿐만 아니라 해환원 공정에 사용된 LiCl-Li2O 용융염에 기

인하는 잔류염도 상당량 존재하게 된다. 이 잔류염은 smelting 공정을 통하

여 사용후핵연료 속체와 분리되어야만 한다. 

  미국 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와 Idaho National Laboratory는 

EBR-II 연료 처리 등과 련하여 속체로부터 LiCl-KCl 염을 분리하기 

한 cathode process를 개발하고 있다[2.3.1, 2.3.2]. 그런데 ANL과 INL의 

cathode process가 해정련 과정을 거친 우라늄으로부터 주로 염화리튬과 

염화칼륨의 혼합염과 소량의 핵분열생성물 염화물만을 진공휘발시켜 분리하

고, 우라늄을 용융시키는 공정인데 반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ACP에서는 

선행공정이 해환원 공정이므로, 염화리튬과 산화리튬이 잔류염의 주성분이 

되고, 따라서 염분리시 산화리튬의 휘발거동에 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한, 속으로 미환원된 희토류 산화물들의 용융과정에서의 거동도 고려하여

야 한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smelting 공정과 ANL  INL의 

cathode process는 염증류와 속용융이라는 두 개의 주요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에서는 유사하지만, 공정의 상이 되는 물질의 측면에서는 차별성이 

있다. 본 에서는 smelting 공정과 cathode process의 유사성에 을 두

어, cathode process를 주로 건식공정 분야에서의 염증류와 속 용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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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개발 동향에 하여 기술한다.

 나. 건식공정에서의 염증류

    루토늄을 처리하기 한 건식공정에서는 염화물계 염을 반응매질로 

사용하고 있다. 염화물계 염을 사용하는 루토늄 해정련 공정에서 루토

늄 이온은 환원 극에서 순수한 루토늄 속으로 환된 다음, 도차에 

의하여 반응기 바닥에 가라앉게 된다. 이 루토늄으로부터 고에 지 감마 

소스인 Am을 분리하기 해서는 KCl-NaCl 는 MgCl2를 포함한 

KCl-NaCl 혼합염을 이용한 염추출법이 사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루토늄 

처리공정 과정에서 많은 양의 염이 발생하 고, 이를 처리하고자 연구가 진

행되었다. 그 결과 염을 처리하기 한 공간  처리비용을 이기 해서

는, 우선 염폐기물에 함유된 악티늄 원소들을 산소 살포(oxygen spraying)에 

의하여 산화물로 환시키고, 진공증류에 의하여 악티늄 산화물로부터 폐염

을 진공증류해 내는 방법이 유망한 방법으로 단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증류에 의한 염 분

리공정을 최 화하고 장치 디자인을 돕기 한 모델링 연구와 이를 검증하

기 한 기 인 실험을 병행하여 추진하 다[2.3.3, 2.3.4]. Fig. 2.3.1은 이에 

사용된 장치의 개략도이다. 고체와 액체 상태의 KCl-NaCl 혼합염의 증기압

에 하여 열역학 인 분석을 수행하 으며, 한 Hertz-Langmuir 계식에 

의하여 KCl-NaCl 이성분 염의 시간에 따른 휘발속도를 모사하 다. 한 

Fig. 2.3.2에 나타낸 것처럼 염을 회수하고 분석함으로써 lamellar 구조의 

KCl, NaCl를 확인하 다. 이들은 공정  공정장치의 최 화를 해서는 열 

 물질 달, 그리고 장치 재료에 하여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Argonne National Laboratory와 Idaho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해정련 공정의 환원 극으로부터 회수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잔류염을 분리

하고 고온 용융 물질을 소고(燒固)하기 한 cathode process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때 잔류염을 분리하기 한 염증류의 상이 되는 주요 물

질은 해정련 공정의 반응매질로 사용되는 LiCl-KCl 혼합염과 소량의 핵분

열 생성물 염화물이다. EBR-II 사용후핵연료를 실제 으로 처리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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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 Vacuum evaporation apparatus [2.3.3].

로, 이들 연구소는 증류효율에 해 으로 심을 기울이고 있다.

     

 Fig. 2.3.2. Fracture surfaces of condensate along thickness [2.3.4].

  표 인 핵분열 생성물인 CsCl, CeCl3, EuCl2의 증류효율을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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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Cs-137, Ce-144, Eu-155를 동 원소 추 자로 사용하 으며, 96% 

이상의 증류효율이 찰되고 있다[2.3.1].

 다. Cathode process에서의 속용융

    Cathode process에서 염증류와 속용융은 하나의 회분식 반응기에서 

연속 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속용융 과정은 염증류와 한 련을 가

지고 있다. 해정련의 후속공정으로서의 cathode process에서는 순수한 우

라늄 잉곳을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블랭킷 연료를 처리하

여, 감속우라늄에 의한 희석 과정이 없는 cathode process에서는 우라늄 잉

곳 내의 루토늄 농도의 조 이 필수 이다. 그런데, 아래 식에 의하여 우

라늄 잉곳내의 루토늄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ANL에서는 해정련 과정

이 아니라, cathode process 과정에서 이러한 반응이 진행됨을 밝 내고, 

루토늄 속을 재산화시켜서 염화 루토늄으로 휘발시키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3.2]. 한 지르코니아 도가니가 염화 루토늄과 반응하여 

루토늄 산화물을 형성하고, 결과 으로 우라늄 잉곳을 오염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도가니 코  문제에 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PuCl3 + U = UCl3 + Pu                                (2.3.1)

  최근까지도 cathode process에서 제조된 생성물에 한 화학  분석은 잉

곳을 다시 casting furnace에서 용융시키고 석  몰드에 사출 주조한 다음, 

그 고화된 핀을 채취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블랭킷 연료를 처리하기 한 

cathode process에서는 우라늄 잉곳을 드릴링하여 채취한 샘 의 화학  분

석 결과가 사출주조를 거친 후의 분석결과와 거의 동일하므로, EBR-II의 블

랭킷 연료의 처리과정에서는 사출주조 과정을 생략하여도 무방함을 보여주

고 있다. Fig. 2.3.3은 cathode process의 형 인 운 조건과, 그 과정에서 

속이 용융되는 도가니와 휘발된 염이 집합되는 condenser의 온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라. INL과 ANL의 cathode process 공정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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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NL의 Cathode Processor

      INL은 EBR-II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하여 Fuel Conditioning 

Facility (FCF) hot cell에 유도로가 장착된 cathode processor를 설치하고 

해정련을 거친 드라이버 연료와 블랭킷 연료를 우라늄 잉곳으로 제조하는 

cathode processing을 수행하고 있다.

  고농축된 U-Zr 합 을 포함하고 있는 드라이버 연료를 처리하기 한 

cathode process에서는 해정련 공정의 해질에 기인하는 잔류염을 휘발법

으로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고온으로 해정련 공정의 환원 극 생성물을 

가열한 다음, 농축도를 낮추기 하여 용융된 우라늄을 downblending하고, 

식 서 속 잉곳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염 증기는 응축시

켜서 회수한다. 

  감손 우라늄으로 구성된 블랭킷 연료의 경우에도, 우라늄 생성물로부터 잔

류염을 제거하기 하여 cathode process를 이용한다. 이때 증류된 잔류염은 

환원 극 생성물을 발생시켰던 해정련 장치로 재순환한다.

            

Fig. 2.3.3. Typical crucible and condenser temperature curve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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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4. Upgraded Cathode Processor.

  INL에서는 cathode process의 공정장치인 cathode processor의 개량을 계

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즉, 드라이버 연료와 블랭킷 연료의 처리가 성공 으

로 시연됨에 따라, 련 장치들을 생산 단계 운 에 합하게 디자인하려고 

INL은 cathode processor의 개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5,000 kg을 처리하기 한, cathode processor가 시험되고 있다 (Fig. 2.3.4). 

Cathode processor 개선을 한 설계 수정의 핵심은 process 도가니 크기를 

1 인치의 freeboard와 함께 13.8 리터에서 21 리터로 증가시킨 것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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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r 도가니의 부피도 약 27 kg의 염을 받을 수 있도록 증가시켰다. INL

의 cathode processor는 알곤 기체 분 기에서 자연냉각방식으로 운 되며, 

process crucible은 zirconia wash-coat된 graphite, radiation shield로는 탄탈

륨 시트, 염 receive crucible과 condenser assembly는 STS 재질로 각각 이

루어져 있다.

  (2) ANL의 Cathode Processor

      ANL은 INL에 설치된 cathode processor의 개발과 시험을 지원하기 

한 목 으로 ANL Building 308의 형 로 박스 속에 Prototype 

Cathode Processor (PCP)를 설치하고 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Fig. 

2.3.5). 다음과 같이 PCP의 성능개선이 이루어졌다.

․ 최 처리 용량: 22 리터, ․ 최  가열온도: 1600 ℃

․ 공정분 기: 고순도 알곤 ․ 유도가열 Power: 30 kW 

․ 압력범 : 진공 (< 0.1 torr)에서 상압

  PCP는 INL에 설치된 cathode processor와 동일하게 bottom-loading 가열

로 방식이다. 즉, 가열로 부분은 고정되어 있으며, 반면에 process crucible과 

receive crucible을 원격으로 취 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crucible assembly가 

상하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Cathode process에서 개발된 기술  장치는 melt dilute, injection 

casting, metal waste 처리, 루토늄의 건식처리에서의 염휘발 분리 등 련 

분야들에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특히, metal waste 처리공

정은 cathode processor에서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단하고 있다.

4. 세라믹 산화 극 제조기술

  미국 주도 하의 GEN-IV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과 

IAEA 주도 하의 INPRO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를 통해 원자로와 연계된 새로운 핵연료주기기술

의 모색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두 로그램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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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원자력을 통한 에 지 공 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경제성, 안 성, 신뢰

성  핵확산 항성이 획기 으로 제고될 수 있는 미래 지향 인 원자로 

 핵연료주기 기술의 확립이다.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핵연료주기  

              

Fig. 2.3.5. Prototype Cathode Processor.

기술의 방향은 크게 기존의 습식 처리 기술의 개선  고도화와 새로운 건

식 처리 기술의 개발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건식공정기술을 

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미국의 Argonne 연구소(Argonne National Lab., 

ANL)는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IFR 핵연료주기에서 재순환 혹은 우라늄과 

TRU를 분리하여 장 혹은 처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고온 LiCl-Li 용융염

계에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속 환하는 Li 공정  후속 공정인 해

정련공정과 연계된 flow sheet를 확립하고 공학규모(20 kgHM/batch)의 실증 

실험을 완료한 바 있다. 일본 역시 차세  핵연료 주기의 핵심기술로 주목받

고 있는 해정련공정의 처리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

의 속 환에 한 연구가 CRIEPI (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 92 -

Power Industry)를 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4.1-2]. 산화물 사용후

핵연료의 속 환 기술은 미국의 원천 기술인 Li 공정을 근간으로 한 flow 

sheet를 확립하고 국의 AEA Technology와 공동으로 실험실 규모의 핫셀 

시험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속 환의 반응성 평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

나 Li 공정의 반응성 제한 요건과 Li 속 회수에 장시간 소요 등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속 환과 Li 속 회수를 동시에 수행하는 개

념의 electrolytic reduction이 제시되어 미국  일본을 심으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2.4.3]. 

  그런데 기화학  방법에 의해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산화물을 

우라늄 속으로 환원할 때 일반 으로 사용되어온 백 양극이 산소이온의 

산화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산소와 반응하여 백 산화물(Li2PtO3 등) 층을 형

성하고, 용융염에 존재하는 Li에 의해 부식되는 문제 등이 있어, 이를 해결하

기 하여 LiCl-Li2O 용융염계에서 내부식 특성과 산화분 기의 양극 환경

에서 내구성이 있고, 열역학  반응공학의 에서 가장 좋은 재료를 발굴

하여 제조방법  시험방법을 개발하고 표 화된 극으로 장기간의 성능평

가를 수행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미국 ANL에서는 비소모성

이고 불활성인 양극을 개발하기 하여 SnO2, doped SnO2, Li2SnO3, LiFeO2, 

CoFe2O4, BaCrO4,  다양한 루테늄 함유 물질(RuO2, SrRuO3 등) 등을 후보 

재료로 발표하 다. 이 후보 재료 에서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열역학

으로 안정하고 부식 항성이 있으며, 도성 측면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양

극재료로 SrRuO3 복합체를 선정하 다. 이 SrRuO3 양극으로 실험실 규모에

서 UO2를 우라늄 속으로 환원하는 기화학  성능실험을 수행한 결과 

류 도는 0.1～1.0 A/㎠이었고,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수한 물리  특성

을 나타내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하 으나 재까지 scale-up  장시

간 시험을 통한 검증은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04년에 독일

과 공동연구로 미 조사된 MOX 연료를 U-Pu 속으로 환 시 양극으로 

소모성 glassy-carbon을 사용하 고, 2005년도에는 탄소를 양극으로 사용하

는 192 톤/년 규모의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 그러나 탄소를 양극으로 사용

하면 CO2가 발생하고 약간의 탄소가루가 염에 축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본 목 으로 사용하려는 세라믹 산화 극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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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세계 으로 개발 기단계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한편, 국내에서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산화물로부터 우라늄 속을 

제조하는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가 유일하게 수행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

구원에서도 세계 인 추세와 같이 기본 으로 백 극을 사용하고 있으나 

술한 문제 으로 인해 2002년부터 아주 학교와 공동으로 고온 용융염계

에서 최  세라믹 산화 극의 선정  평가에 한 연구를 시작하 으며, 후

보 세라믹 산화 극 재료로 NiO, SnO2, Fe3O4, LiFeO2를 선정하여 상온 등

압 성형(NiO, Fe3O4)  slip 주조 방식(SnO2, LiFeO2)을 용하여 성형, 

binder burn-off, 소결하여 극을 제조하 으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안

정하지 못하는 등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 다[2.4.4]. 그래서 2004년

부터는 화학  안정성  기계  특성 그리고 기 도성이 향상된 세라믹 

산화 극을 제조하기 하여 새롭게 Mn-doped LiFeO2, Co-doped LiFeO2, 

LiCoO2, Li-doped NiO  Sb-doped SnO2를 후보 재료로 선정하여, 성형  

소결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형 세라믹 산화 극으로 고온  

LiCl-Li2O 용융염계에서의 안정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LiCoO2, Li-doped 

NiO  Sb-doped SnO2를 양극으로 사용하여 40 g-HM/batch 규모 실험용 

해환원 속 환 장치에서 세라믹 극재질에 따른 anode/cathode의 과

압  해환원 특성평가를 수행하 다. 그 결과, 제조된 LiCoO2의 기 도

도는 약 0.87 Ω-1㎝-1이고, 고온  LiCl-Li2O 용융염계에서 비교  안정하

으나, 양극 가 약 1.91 V로 높고 음극 가 약 -1.38 V로 해환원시스

템에서의 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i-doped NiO는 소결성 

문제로 일부 양극의 단락과 양극 변화가 커서 성형  소결공정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Sb-doped SnO2는 양극   음극 가 각각 약 0.43 V 

 -2.22 V이고 기 도도가 약 242 Ω-1㎝-1로 기존의 세라믹 극에 비해

서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 우라늄산화물의 해환원에 활용 가능성이 기

되나 일부 용해문제가 발생하여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 다. 이와 같은 기

연구가 자체 설비  기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되어 체계 인 연

구가 수행되지 못하 고, 연구 결과도 백  양극을 체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 다. 그래서 차후에는 자체  설비  기기를 구비하여 체계 으로 기술

을 개발하고, 세라믹 산화 극의 성능을 향상시켜 scale-up 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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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만 해환원의 기술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주요 핵종의 기화학  거동평가 기술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속으로 환시키기 한 연구가 국내에

서 본격 으로 시작된 것은 가속기를 이용하여 minor actinides를 포함한 장

수명 핵종들(long-lived radionuclides)을 소멸처리하기 한 로그램이 제안

된 1990년  반부터이다. 소멸처리를 한 다양한 형태의 원자로 개념과 

함께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고온의 CaCl2 는 LiCl 용융염에서 각

각 Ca 속 는 Li 속을 사용하여 환원시키는 연구가 미국의 ANL 

(Argonne National Laboratory)과 일본의 CRIEPI를 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2.5.1-2.5.3]. 

  그러나 CaCl2 용융염에서 Ca 속을 사용하는 공정은 부산물로 생성되는 

CaO의 용해도가 LiCl 공정에서 얻어지는 Li2O의 용해도보다 크다는 것과 란

탄족산화물들을 상응하는 속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는 반면에 

900 ℃ 이상의 고온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식에 견디는 재질을 구할 수 없다

는 어려움이 있어 상 으로 낮은 650 ℃에서 수행하는 LiCl 공정으로 체

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Li 속을 사용한 U3O8의 환원연구를 수행하면서 

ISTC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partner program의 일

환으로 러시아의 RIAR (Research Institute of Atomic Reactors)와 공동연구

를 통하여 Li 속을 사용한 사용후핵연료의 환원실험을 수행하여 좋은 결과

를 얻었다[2.5.4].

  Li 속을 사용한 우라늄산화물 환원공정은 환원제로 Li 속을 사용하고, 

부산물로 얻어지는 Li2O를 기분해하여 Li 속을 생산하여 재순환시키는 

개념으로 수행하 다. 이 방법의 단 은 란탄족산화물들을 속으로 환원시

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과 함께 PuO2와 Am2O3를 속으로 환원시키기 

하여 부산물로 얻어지는 Li2O의 농도를 각각 3 wt%와 5.1 wt% 이하로 

유지시켜야 된다는 이다. Li2O 농도 제한은 결국 일정한 양의 사용후핵연

료를 환원시킬 때 농도 제한이 없을 때보다 반응용기의 크기가 커져야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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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온 용융염의 장  에 하나로 제시되었던 습

식공정보다 소형화 할 수 있다는 이 을 감소시킨다.

  CaCl2 용융염에서 기화학  방법에 의한 TiO2의 환원이 발표된 이후에

[2.5.5] 기화학 인 방법을 사용한 우라늄산화물의 환원연구가 한국원자력

연구원를 비롯하여 미국의 ANL과 일본의 CRIEPI에서 진행되었고 미국의 

INL (Idaho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사용후핵연료에 용하 다

[2.5.6-2.5.8]. 

  기화학  방법으로 우라늄산화물을 우라늄 속으로 환원시키는 공정은 

환원 극에서 Li 속이 생성되는 동일한 당량만큼 산화 극에서 산소이온이 

산화되는 반응을 동반하게 된다. 환원 극에서 생성된 Li 속이 우라늄산화

물과 반응하여 우라늄 속으로 환원될 때 내어놓는 산소 이온은 산화 극

으로 이동하여 O2 기체로 산화되어 제거된다. 즉, 우라늄산화물이 속으로 

아무리 많이 환원되더라도 Li2O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장  때문에 

반응용기를 크게 만들지 않고서도 PuO2와 Am2O3를 환원시키는 것이 가능하

다. 한 Li 속을 사용하여 우라늄산화물을 환원시키는 공정과 부산물로 

얻어지는 Li2O를 기분해 하여 Li 속으로 재생하는 공정을 한 개의 공정

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Li 속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산화리

튬을 Li 속으로 재생하는데 사용하는 기만큼 우라늄산화물을 직  환원

시킬 수 있다.

  기화학 인 방법을 사용한 우라늄산화물의 환원공정은 환원 극에서 Li 

속을 생성하여 우라늄산화물과 반응한다는 해석과 미국의 ANL처럼 Li 

속이 생성되는 보다 약 70 mV 높은 에서 기분해를 수행하여 Li 

속을 생성시키지 않으면서 우라늄산화물을 직  환원시킬 수 있다는 해석

이 있다. 

  산화물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고온 용융염 공정을 사용하여 속으로 

환시킨 후에는 약 95%에 달하는 우라늄을 회수하여  폐기물로 처분

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왔다. 먼  TRU를 포함한 장수명

핵종들을 다른 핵분열생성물들로부터 분리하여 소멸처리하기 해서는 효율

으로 핵분열생성물들을 제거하는 정제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ANL은 사용후 속핵연료를 재순환하기 하여 45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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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l-KCl 용융염에서 핵분열생성물을 제거하는 electrorefining 공정을 개발

하여 왔다. 따라서 미국의 ANL은 EBR-II 사용후 속핵연료를 재순환하기 

하여 개발한 electrorefining process와 직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기화학  방법에 의한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핵연료 환원공정을 개발하고 있

다. 기존의 electrorefining 공정에서 사용하는 steel anode basket을 우라늄산

화물을 환원시키는 electrolytic reduction 공정의 cathode basket으로 사용하

여 우라늄산화물을 담고 기분해하여 속으로 환원시킨 다음 얻어진 속

을 electrorefining 공정의 산화 극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리튬 속

을 환원 극 주변에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에 Li 속의 생성을 최소화시키

면서 우라늄산화물을 직  환원시키는 방법을 선택하 다.

  그와 반 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간 장하기 하

여 부피감용과 발열량  방사선량을 일 수 있는 개념의 속 장체를 만

들기 한 목 으로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다공성의 MgO filter 내에 환원

시킬 우라늄산화물과 그 안에 담겨진 스테인리스 스틸 환원 극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성된 Li 속은 3 μm의 pore를 갖는 다공성 MgO filter 내에서 우

라늄산화물과 반응하고 잉여의 Li 속은 용융염에 확산되지 않고 filter 내

에 남아있게 된다. 단 Li 속의 용해도만큼은 LiCl 용융염에 용해하며 Li 

속의 용해도는 온도와 산화리튬 농도에 따라서 변화한다. 특히 산화리튬의 

농도가 증가하면 Li 속의 용해도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 실험 으로 얻어

졌다.

  우라늄산화물을 속으로 환원시키는 연구와 함께 환원반응 조건에서 환

원제인 Li 속과 부산물인 Li2O의 용해도가 ANL과 CRIEPI에서 보고되었

다. Li 속의 용해도는 650 ℃ LiCl 용융염에서 0.22 mol% (361 ppm)이고, 

부산물인 Li2O 용해도는 650 ℃에서 11.9 mol% (8.6 wt%) 그리고 750 ℃에

서 16.1 mol% (11.9 wt%)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우라늄산화물의 직  환원방식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서 사용하는 Li 속에 의한 우라늄산화물의 환원방식은 각각 장 과 단 을 

가지고 있으나 우라늄산화물을 환원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는 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법이 효율 이다. 

  Table 2.5.1은 33,000 MWd/MTHM 연소도를 갖는 PWR 사용후핵연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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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냉각시켰을 때 2,000 MTHM의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핵분열생성

물의 함유량(kg)을 보여주고 있다. 우라늄을 포함하여 TRU 원소들과 란탄족

원소들은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며, Ba, Cs, Rb,  Te은 noble metal로 분류

되는 Mo, Nb,  Zr과 함께 산화물 침 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휘

발성 원소들인 Br과 I은 불활성기체인 Kr  Xe과 함께 기체상태로 존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된 UO2를 U3O8으로 산화시키는 voloxidation 공정을 

거치는 동안 기체 핵분열생성물인 Kr  Xe이 제거될 때 Cs, Te, Rh, Tc, 

 Ru 등의 원소들도 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악틴족 

원소들과 란탄족원소들과 함께 Mo, Pd, Sr,  Ba 등의 원소들은 크게 어

들지 않는다. 

  Voloxidation 공정에 사용하는 온도와 산소의 유입량에 따라서 핵분열생성

물들이 휘발하는 정도가 변화하지만 500 ℃에서 2 시간 이상 voloxidation 

시킨 산화물 사용후핵연료 시료에 상당량의 I2가 잔류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

며, Br2도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9]. 

  악틴족원소들과 란탄족원소들 그리고 noble metal로 알려진 Mo, Pd, Ru, 

Rh,  Ag 등은 산화물 형태로 해환원 공정의 기물질로 주입하게 된다.

Table 2.5.1. Elemental compositions of a spent oxide fuel

PWR 33,000 MWd/MTHM Burn up

kg/2,000 MTHM at 30 years cooling

TRU 
elements Np Pu Am Cm

함유량(kg) 940 16,400 2,040 13

Volatile 
element

Kr Xe Te/Se I Br

함유량(kg) 697 10,700 1,080 469 43

Main FPs Ln Zr Mo Ba/Sr
Ru/Rh
/Ag

Cs/Rb Pd Tc Cd/Sn

함유량(kg) 20,600 7,560 6,670 5,390 5,450 4,780 2,740 1,540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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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Cs, Eu, Rb,  Sr과 같은 산화물들은 650 ℃ LiCl 용융염의 Cl- 이온

과 화학 으로 반응하여 염화물로 변환되어 LiCl에 용해될 것으로 상되었

고 실제로 고방열 핵종들인 Cs, Sr,  Ba 산화물들은 염화물로 환되는 것

이 실험 으로 확인되었다. 650 ℃ LiCl 용융염에서 얻어진 CsCl, SrCl2,  

BaCl2의 용해도는 각각 47.1, 37.8, 그리고 18.6 wt%이었다.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실험에서 Cs, Sr  Ba은 해환원 공정에서 환원되지 않고 기 성

분의 량이 용융염에 남아있으며 해환원 공정에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Noble 속으로 알려진 Mo, Pd, Ru, Rh,  Ag 등의 산화물들은 해환

원 공정에서 쉽게 속으로 환원될 것으로 상되었으나 90% 이상의 환원율

과 함께 일부 산화물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해환원 공정에 미치는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Zr의 경우, 속으로 

환원되지 않고 최  94%까지 산화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uO2과 Am2O3는 Li2O의 농도가 각각 3 wt%와 5.1 wt% 이상일 때 환원

되지 않고 산화물 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 wt%의 Li2O 농도

에서 Belgium Reactor 3 (BR3)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수행한 Idaho 

National Laboratory실험에서 우라늄은 98%, Pu과 Np은 93% 이상, 그리고 

Am의 경우 68%부터 최  85%까지 속환원율을 얻었다. 

  Li 속으로 우라늄산화물을 환원시키는 공정조건에서 란탄족산화물들의 

거동에 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Table 2.5.2는 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

하는 란탄족원소들의 함유량과 조성을 보여 다. 

Table 2.5.2. Composition of lanthanide elements in a spent oxide fuel

kg/2,000 MTHM wt% kg/2,000 MTHM wt%

Nd 8,514 0.43 Y 953 0.05 

Ce 5,010 0.25 Eu 283 0.01 

La 2,568 0.13 Gd 274 0.01 

Pr 2,354 0.12 Pm 21 0.00 

Sm 1,8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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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란탄족산화물들은 부산물로 얻어지는 Li2O와 반응하여 LiLnO2라는 

(Ln = lanthanides) 혼합산화물을 만든다는 것이 CRIEPI 연구진에 의해서 

밝 졌다. 이들 혼합산화물들은 물과 공기 에서도 매우 안정한 것으로 보

고되었으며 높은 농도의 산화리튬을 함유한 LiCl와 란탄족산화물들을 각각 

수 시간 동안 반응시켜 냉각시킨 후 용융염을 물로 녹여내어 분리한 이들 

화합물들의 XRD pattern도 알려져 있다[2.5.10]. 

  그러나 CRIEPI 연구진과 동일한 방법으로 약 1 g의 혼합산화물을 제조한 

후, 분리하여 XRD 측정으로 혼합산화물임을 확인한 후에 Li2O가 없는 650℃

의 LiCl 용융염에 다시 넣으면 Li2O와 Ln2O3로 분해된다는 사실이 한국원자

력연구원의 실험으로 밝 졌다. 각각의 란탄족산화물에 해서 산화리튬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혼합산화물이 분리되는 상을 찰하여 환원공정 조

건에서 각각의 혼합산화물들의 존재 가능성을 검토하 다. 

  란탄족원소들의 산화물은 해환원 공정에서 환원하기 어려우나 용융염내 

산화리튬의 농도가 매우 낮으면 속으로 환원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기 1 wt%의 산화리튬 농도에서 수행한 해환원 실험에서 Nd, Ce, Pr, Y의 

경우 최  49% 그리고 Sm은 최  33%의 환원율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산화물의 해환원 공정조건에서 란탄족산화물들의 

기화학  거동과 용해도를 찰하여 이들이 해환원 공정에 미치는 향

을 규명하고자 하 다.

  I는 Br과 함께 Li 속과 반응하여 LiI와 LiBr로 변환되어 LiCl에 용해될 

것으로 측되며[2.5.11] 산화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SeO2과 TeO2도 

Li 속과 반응하여 Li2Se과 Li2Te로 변환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해환원 조건에서 이들 음이온들의 기화학  거동을 규명하고자 하

다.

6. 해환원시스템 설계기술

 가. 미국의 해환원 장치 개념

    미국의 PYROX 공정개념에 의하면 pyroprocessing 기술을 이용하여 산

화물 핵연료를 처리하기 한 첫 단계는 해환원 반응을 이용한 속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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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다. 이 공정에서 산화물 핵연료는 속으로 환원됨으로써 해셀의 환

원 극역할을 하게 된다[2.6.1]. 동시에 용융염 쪽으로 산소이온이 방출되면

서 산화 극에서 산소기체로 방출된다. 

  INL의 해환원 반응기에 한 개념도  환원 극으로 사용된 연료바스

켓이 Fig. 2.6.1에 나타나 있다. Fig. 2.6.1. Bench scale reactor and cathode 

basket used at INL[2.6.2].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INL의 해셀은 Pt 산

화 극, 핵연료가 주입된 환원 극, 기 극  용융염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Fuel basket
(cathode) Pt anode Reference

electrode
centerline

thermocouple
Fuel basket
(cathode) Pt anode Reference

electrode
centerline

thermocouple

Fig. 2.6.1. Bench scale reactor and cathode basket used at INL[2.6.2].

  용융염이 휘발되는 것과 반응기 상부로의 복사열을 방지하기 해 7겹의 

baffle이 설치되어 있다. 각 구성 항목별 재원이 Table 2.6.1에 제시되어 있다

[2.6.3]. INL에서는 용융염 내부에서 산화 극의 면 을 넓히기 해 1 mm 

직경의 Pt wire를 나선형으로 감아서 사용하 다. 환원 극으로는 내부에 

325 mesh의 스크린을 이용하여 바스켓을 제조하 으며 그 외부에 보다 큰 

직경의 hole을 갖는 STS 바스켓을 이용하 다. 이러한 장치 시스템에서 40g

의 핵연료  LiCl-1 wt% Li2O 복합용융염을 이용하여 해환원 반응을 수

행하 다. INL의 기 연구에 의하면 UO2와 Li2O의 분해  사이인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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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5 V의 좁은 셀 역(75 mV)에서 해환원 시스템을 운 하

다. Li et al. [2.6.3]에 의하면 해환원 시스템에 리튬 속이 생성될 때 

UO2와의 화학반응에 의해 우라늄 속이 생성될 수 있으나 미반응 리튬 

속이 Pt 산화 극을 attack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 다.

  INL에서는 상기와 같은 리튬 속의 Pt 극 attack 상을 피하고 연료바

스켓에서 리튬 속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secondary circuit라는 셀 

개념을 제시하 다(Fig. 2.6.2).

Table 2.6.1.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 of INL[2.6.3]

항  목 재  원

Electrochemical cell Stainless steel crucible fitted with MgO liner

MgO liner 9.5 cm I.D.

Anode 1 mm dia. Pt wire

Basket 325-mesh STS screen 

Electric conductor steel rod

Ref. electrode Ni/NiO

Electrolyte LiCl-1 wt% Li2O

Loading amount of fuel 40 g

Particle size of fuel 0.045 ～ 4 mm

  이 개념에서 속 바스켓에 2차 회로를 구동함으로써 속바스켓 표면에

서 리튬 속을 리튬이온으로 산화시킴으로써 99% 이상의 속 환율을 구

하 다. 이 때 발생하는 기화학반응은 Table 2.6.2와 같다. 최근에 

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최  산화물 층 두께, 공정 변수의 최

화  fluid convection 등의 개념을 이용한 해환원 시스템의 scale-up 설

계 개념을 보고하 다[2.6.1]. ANL에서 제시한 공학규모의 해환원 시스템 

개념을 Fig. 2.6.3에 나타내었다. 이 개념에서는 용융염의 stirring을 포함하며 

산화물 핵연료의 다채  해환원 시스템을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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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ar 형태의 산화물 연료바스켓 (환원 극) 양쪽에 산화 극을 설치한 후 

이와 같은 다수의 극 배열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IPri

ISec

VSec

VPri

basket wall potential (VBW)
Pt anode potential (VPt)

reference electrode

LiCl
1 wt% 
Li2O

Pt anodecrushed 
oxide fuel 
basket 
(cathode)

center lead potential (VCL)

IPri

ISec

VSec

VPri

basket wall potential (VBW)
Pt anode potential (VPt)

reference electrode

LiCl
1 wt% 
Li2O

Pt anodecrushed 
oxide fuel 
basket 
(cathode)

center lead potential (VCL)

Fig. 2.6.2. Secondary circuit concept for an electrolytic reduction of        

            INL[2.6.2].

Table 2.6.2. Reactions in the secondary circuit system of INL

Primary 

power 

supply

Cathode UO2 + 4e
-
 → U + 2O

2-
4Li

+
 + 4e

-
 → 4Li

Anode 2O2- → O2(g) + 4e
- 2O2- → O2(g) + 4e

-

Net 1 UO2 → U + O2(g) 4Li
+
 + 2O

2-
 → 4Li + O2(g)

Chem. 

Rxn.
- 4Li + UO2 → U + 2O2- + 4Li+

Secondary 

power 

supply

Net 2 - UO2 → U + O2(g)

Cathode Li+ + e- → Li

Anode Li → Li
+
 + e

-

Net Li/Li
+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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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3. Electrolytic reduction equipment concept.

 나. 일본의 해환원 장치개념

    일본의 경우 산화물 핵연료의 해환원 공정은 CRIEPI에서 주 하고 

있다. 일본의 해환원 시스템 역시 산화물 핵연료, 속   속 바스켓

으로 구성된 환원 극과 Pt 산화 극 는 glassy carbon 산화 극을 이용

하여 해환원 반응을 수행하고 있다(Fig. 2.6.4). 산화 극의 종류에 따라 O2 

는 CO2 기체가 산화 극에서 방출된다. 최근에 발표된 CRIEPI의 해환원 

시스템 개념은 Fig. 2.6.5에 나타나 있다. 이 그림에서는 cylindrical 는 

cruciform 형태의 환원 극을 심으로 Pt 카트리지로 제작된 3개의 산화

극이 칭형으로 설치되어 있다[2.6.5].

  Cylindrical 환원 극 바스켓의 형태는 INL의 핵연료 바스켓과 거의 유사

하다. CRIEPI에서는 환원 극에서 생성되는 산소이온의 확산속도를 높이기 

해 회 이 가능한 cruciform 형태의 바스켓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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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4. Process concept of an electrolytic reduction conducted by       

            CRIEPI.

Fig. 2.6.5. Experimental setup for an electrolytic reduction of CRI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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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 공정 모델 개발

  고온 용융염 사용후핵연료 건식공정에 한 simulation code는 비교  최

근에 심을 받는 분야이다. 이는 simulation code가 공정개발의 후순 에 

있기 때문으로 건식공정에 한 공정 확립과 기  데이터의 생산이 뒷받침 

되지 않고는 simulation code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하는 사용

후핵연료 차세  리공정에 용할만한 모델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식공정 분야에서 비교  오랜 시간 개발되어온 해정련 공정과 산화물 

해회수 공정에 해서는 몇몇 주목할 만한 공정 모델 개발 결과가 발표되

었다.

  건식공정에 한 공정 모델은 미국 IFR 로그램의 추진에 따라 속연료

를 상으로 하는 해정련(electrorefining)공정에 해 가장 많은 진 을 이

루었다. 그러나 실제 IFR 로그램을 추진하는 미국보다 력 앙연구소

(CRIEPI)와 TOSHIBA가 주축이 된 일본에서 해정련 반응에 한 확산과 

화학반응 모사 등 보다 구체 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1990년  반 일본 력 앙연구소에서는 속 사용후핵연료의 고온 용

융염 해정련 공정에 하여 TRAIL (Transportation of Actinides in 

Electrorefiner)[2.7.1]이라는 시뮬 이션 코드를 발표하 다. TRAIL은 극 

근처에서 발생하는 확산 상을 모사하는 확산층 이론과 극 에 해 

Nernst식을 사용하 으며 우라늄과 란타나이드의 모의 속 연료를 사용한 

해정련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의 매개변수를 결정하 다. 개발된 코

드는 루토늄의 거동을 포함하는 미국 ANL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되었으

며 평형 모델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해정련 반응기를 상으로 하는 simulation code는 TRAIL과 같은 기

화학 반응에 한 simulation code와 함께 반응셀 내의 기장 분포를 표

하는 DEVON (Detailed Evaluation of Potential Distribution) code로 더욱 

발 하 다[2.7.2-2.7.4]. DEVON code는 Fig. 2.7.1의 흐름도에 보이는 것과 

같이 2차원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극 배치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고온용융염 해정련 반응기에서 셀 내의 포텐셜 분포(Fig. 2.7.2)와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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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1. Flow of calculation by DEVON code.

Fig. 2.7.2. Calculated potential distribution by DEVO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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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도 분포를 계산하 다. 한 확산층 모델을 고려하여 해정련 공정의 

분극 상에 한 향을 평가하 다.    

  러시아 DDP 공정에 기반한 산화물의 해회수(electrowinning)공정 모델

을 상으로 일본의 TEPCO와 TOSHIBA와 같은 기업들이 심을 갖고 

simulation code를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Fig. 2.7.3과 같은 구조를 지닌

SPR1.0 (Simulation Code for Pyrochemical Reprocessing)을 발표했다

[2.7.5-2.7.6]. SPR은 화학평형과 기화학 반응에 기반하여 계산을 수행하는 

도구로 UO2와 PuO2의 해 공 착 공정의 실험결과 모사를 한 모델을 포

함하고 있다. UO2와 PuO2 공 착 공정은 화학반응과 기화학반응이 발생하

는 공정으로 화학 평형 계산을 해 시스템의 총 에 지 값의 최소화에 기

하여 평형 조성과 증기압을 계산하는 산 code인 SOLGASMIX-PV를 사

용하고 극에서의 기화학 반응 계산을 해서는 Nernst식과 확산 모델에 

기 하고 있는 TRAIL과 같은 TRIAS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IFR 로그램의 해정련 반응에서 화학종들의 속상과 

염상에서의 정량  분배를 추산하기 하여 PYRO[2.7.7]를 개발하 다.

 PYRO code는 화학 상을 모델링하기 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화학  

상을 제외한 정보는 사용자에게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건식공정에서 핵종들

의 흐름을 유추하기 해서는 핵종에 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해

ORIGEN code와 결합하여 PYRO를 이용한 EBR-II 연료에 한 해정련 

공정 결과 모사가 Fig. 2.7.4와 같이 발표되었다[2.7.8].

  속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하는 건식공정은 환원 공정이 개발됨에 따

라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확 되었다. 미국에서는 리튬 속을 환

원제로 사용하여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속으로 환원시키는 리튬 공정을 

상으로 flow sheet simulation에 활용할 목 으로 GC code[2.7.9]를 개발하

다. GC code는 사용후핵연료의 리튬 공정과 같이 다상 다성분계에 해 

화학평형을 계산하는 산툴인 SOLGAS등이 불안한 것을 개선하기 하여 

각 반응에 해 Gibbs 에 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정렬하는 외부 루 와 

정렬된 화학반응에 해 가장 큰 Gibbs 에 지 변화를 나타내는 화학 반응

부터 Newton-Raphson방법으로 화학 평형을 계산하는 내부 루 로 구성되

었다. GC code를 이용하여 환원 공정, 염 회수, 해정련  TRU 추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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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3. Analysis concept of SPR code.

Fig. 2.7.4. Calculated heat loads to the electrorefiner using EBR-II

          binary driver spent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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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flow sheet simulation을 수행하 다.

  사용후핵연료 건식공정의 단 공정에 한 공정 모델은 일반 으로 실험 

데이터 해석을 한 수학  근의 일환으로 각 실험 데이터와 함께 개발되

고 있으며 SOLGAS와 같은 일반화된 산툴을 이용하여 각 시스템에 맞춰 

필요 부분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의 산 code들은 공개되

어 있지 않고 알고리즘조차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고 있어 실제 해환원에 

기반을 두는 단  공정 모델 code 개발에 직  용은 가능하지 않으며 참

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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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Lab-scale(20 kgHM/batch) 해환원 Mock-up

           시스템 성능평가

제 1  Lab-scale(20 kgHM/batch) 해환원장치 성능평가

  본 연구과제인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 개발”의 2단계(01 ～ 03년) 

연구에서 생산된 사용후핵연료 해환원 공정의 bench scale  5 

kgHM/batch 규모 반응기의 연구결과를 근간으로 20 kg  해환원 

mock-up 시스템을 개발하 다. Mock-up 시스템은 본 과제에서 추진 인 

사용후핵연료의 기화학  속 환 공정의 핫셀 실증에 사용되는 공정개

념, 재질  반응기의 단 장치 등이 동일한 형태의 시험이다. Mock-up 시

스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환원 반응 구 성, 단 장치의 성능요건, 단

공정간 연계성, 핵연료 취 성  원격 운 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실

증용 속 환 장치가 설계  제작되어 사용후핵연료에 한 실증 시험이 

수행된다. 따라서 핫셀 실증에 비하여 원격조작 용이성과 장치 안 성에 

을 둔 20 kgHM/batch 규모의 mock-up 시스템에 한 최 화 시험이 

체계 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scale-up 반응기에서 일체형 환원 극  산화

극을 통한 해환원 반응 구 성 평가, 반응물의 주입 방식  해체성능에 

한 장치 운 성능 평가  해환원 시스템의 성능 개선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1. 실험장치  실험방법

 가. 실험장치의 설계요건

  (1) 원료물질 공 장치(LiCl  Li2O)

      U3O8 분말을 우라늄 속으로 환원시키기 해 LiCl-3 wt% Li2O의 

해질을 선택하 으며, 원료물질인 LiCl (Alfa, 99%)  Li2O (Cerac, 99.5%)

는 Fig. 3.1.1.1의 아르곤 분 기 로 박스에서 계량하여 스테인 스강 용

기에  포장하여 속 환장치로 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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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1.1. Glove box and LiCl/Li2O container.

  시료 비 로 박스의 규격은 1,200(W)×600(D)×900(H) mm로, 두께 8 

mm의 스테인 스 강   보강 를 사용하여 가압  진공에 변형되지 않

도록 하 으며, 로 에 의한 내부의 작업 상태를 확인하기 해 면  

후면에 감시창(재질: polyglass)을 설치하 다. 로 박스 내부의 아르곤 분

기 조성을 해 로 박스 측면의 시료 투입구를 통해 염화리튬  산화

리튬 시약병을 투입하고 폐한 후에 진공(400 torr)  아르곤 가스 주입에 

의해 산소  수분의 함량을 일정 농도 이하로 유지한다. 속 환 반응에 

소요되는 염화리튬  산화리튬은 로 박스 내에서 계량하여 로 박스 

하단에 체결된 운반용기에 , 포장된다.

  운반용기는 8 인치 이 (S.S. 304, Sch. No. 10)를 사용하 으며, 속

환장치와의 연결 부분은 2 인치 이 (S.S. 304, Sch. No. 10)를 사용하여 

원료물질이 공 되는 경사각을 64o가 되도록 하여 약 15 kg의 LiCl을 취 할 

수 있도록 하 다. 운반용기의 을 해 2 인치 이  간에 라스틱 

재질의 screwed type full-bore 볼 밸 를 설치하 으며, 운반용기와 속

환장치와의 최종 인 속 부분은 C-형 clamp를 이용함으로써 간편하게 체

결할 수 있도록 하 다. 한편, 속 환장치의 폐를 해 운반용기와 같은 

형태의 S.S. 304 재질의 볼 밸 를 설치하 으며, 볼 밸 와 C-형 clamp 사

이의 원료물질 공 에는 1/4 인치 튜 (S.S. 304)의 아르곤 가스 공 /배출

을 설치하여 아르곤 가스에 의한 가압  배출 조작을 수행함으로써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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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치 부의 밸 와 운반용기 부의 밸  사이를 아르곤 분 기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 다.

  (2) 우라늄 산화물 공 장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핵물질은 U3O8 분말이며 UO2 펠렛에 비해 반응 

표면 이 넓어 속 환율이 상 으로 높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UO2 

펠렛을 U3O8 분말로 환하는 건식분말화 공정을 추가로 하여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의 기 공정을 확립하 다. U3O8 분말은 UO2 펠렛을 muffle 

furnace에서 약 500 ℃로 5 시간 이상 가열하여 얻었으며, 얻어진 U3O8 분말

은 5～110 μm 크기의 입도분포  약 30 μm의 평균 입자 크기를 가지는 것

으로 측정되었다(Fig. 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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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 Size distribution of U3O8 Powder, (a) 400 ℃, (b) 500 ℃,

              (c)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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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1. Particle analysis result of U3O8 powder

Temp.

(℃)

Mean particle size 

(μm)

Specific surface area 

(m2/g)

400 18.03 0.7012

500 29.65 0.5073

600 42.90 0.2836

  속 환 반응기로 U3O8 분말 공  상태를 확인하기 해 U3O8 분말 운반

용기는 Fig. 3.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크릴로 제작하 으며, 외경 기  

150 mm  40 mm 이 를 사용하여 U3O8 분말이 공 되는 경사각을 66o

가 되도록 하 다.

            

            (a) original design           (b) modified design

Fig. 3.1.1.3. U3O8 container in a mock-up system.

  

  (3) 일체형 환원 극

      일체형 환원 극은 Fig. 3.1.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U3O8 분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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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그네시아 필터 housing과의 연결 지지 , 원을 공 하기 한 도성 

컨덕터,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  내부에 충 되는 U3O8 분말로 구성

되어 속 환 반응에 의해 U3O8 분말이 우라늄 속 분말로 환된다.

  Fig. 3.1.1.4(a)의 마그네시아 필터 housing과의 연결 지지 은 4 인치 이

(S.S. 304, Sch. No. 10)로 제작하 으며, 고체 극을 통해 원을 공 할 

때 기 연을 해 4 조의 Viton O-ring  Teflon bushing에 의해 속

환 반응기 상단의 랜지에 고정된다. 지지  상단부에는 Fig. 3.1.1.4(a)에

서 보는 바와 같이 Fig. 3.1.1.2의 U3O8 분말 용기  Fig. 3.1.1.4(b)의 컨덕

터를 체결할 수 있는 노즐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지  하단부는 Fig. 

3.1.1.4(d)에서 보는 바와 같이 LiCl의 공 이 원활하도록 cone 형태로 가공

되어 마그네시아 필터 하우징과 속되어 핀으로 고정되도록 하 다.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Fig. 3.1.1.4(c))의 규격은 200(OD) × 180(ID) × 450(L) mm

이며, 도성 컨덕터는 20 mm 스테인 스강 에 2 인치 이 (S.S. 304, 

Sch. No. 10)를 연결하여 극의 면 을 크게 하고, 고체 극의 2 인치 부분

이 마그네시아 필터 내부 앙에 치하도록 Fig. 3.1.1.4(b)와 같이 20 mm 

을 휘었다. 한편, 연결 지지 의 경우에서와 같이 고체 극을 통해 원을 

공 할 시 기 연을 해 알루미나  내부에 20 mm 을 삽입하 으

며,고체 극은 Viton O-ring  Teflon adaptor에 의해 고정된다.

     (a)             (b)                (c)                  (d)

Fig. 3.1.1.4. Integrated cathode assembly in a mock-up system; (a) U3O8   

            feeder & supporter, (b) conductor, (c) magnesia filter and (d)  

            cathod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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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화 극  기 극

      산화 극은 Fig. 3.1.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화주석(SnO2)  백

(Pt) 재질의 극을 앙에 치한 일체형 cathode 극장치를 심으로 하

여  60°간격으로 6 개를 사용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산화주석은 직경 

30 mm, 길이 300 mm의 산화주석  상부에 홈을 내어 볼트에 의해 그림과 

같이 20 mm 스테인 스강 과 연결하 으며, 백 의 경우에는 외경 25 

mm, 두께 1 mm, 길이 300 mm의 백  튜  상부에 핀을 이용하여 20 mm 

스테인 스강 과 연결하 다. 백  극의 경우에는 스테인 스강 과 백

 극이 LiCl-Li2O 복합용융염에 의해 부식되어 탈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연결 부 에 마그네시아 튜 를 웠으며, 극을 통해 원을 공 할 

때 기  연을 해 알루미나 튜 를 스테인 스강 외부에 웠다. 알루

미나 튜 는 Viton O-ring  Teflon adaptor에 의해 고정된다.

  한편, 환원 극  산화 극에 인가되는 압을 각각 측정하기 해 백

(직경 6 mm, 길이 150 mm 튜 ) 재질의 기 극을 사용하 다.

SnO2

Pt

SnO2

Pt

Fig. 3.1.1.5. Anodes used in a mock-up system.

  (5) 내부 반응기

      산소분 기의 LiCl-Li2O 용융염에서 장치 재료에 한 부식실험을 수

행한 결과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Inconel 600을 내부 반응기의 재질로 선

택하 다. 내부 반응기의 규격은 520(외경) × 500(내경) × 850(길이) mm이

며, 크 인에 의해 취 이 가능하도록 Fig. 3.1.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 

반응기 상단부에 90° 방향으로 내부 반응기를 지할 수 있도록 홈을 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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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 Inner vessel of a mock-up system.

  (6) 외부 반응기  냉각시스템

      외부 반응기는 STS 304 재질로 속 환 반응이 종료된 후 내부 반응

기의 복합용융염의 이송이 불가능할 시를 비하여 가열로 상단부는 

740(OD) × 720(ID) × 600(L)이며, 하단부의 규격은 600(OD) × 580(ID) × 

800(L)로 구성하 다. 비상시에는 크 인을 이용하여 상단 랜지를 들어 올

림으로서 랜지에 고정되어 설치된 산화 극, 환원 극, 기 극, 열 , 

교반기, 용융염 이송  등을 용융염으로부터 분리한 후 가열로의 원 공

을 단한다.

  냉각시스템은 가열로  고온의 반응온도에 의한 류, 도  복사열로

부터 반응기 상부 랜지의 온도 상승과 주변장치의 열 손상을 방지하기 

해서 설치하며, 외부 반응기 내, 외부  교반기 구동 장치의 하단부에 자켓 

형태로 설치하여 6 kg/cm2의 압축공기를 공 한다. 한편, 반응기 내부에는 

상부로의 열 손실을 방지하기 해 방열 을 설치하 다.

  (7) 가열장치

      속 환 반응기의 가열장치는 반 개폐형인 매몰식 heater를 사용하며, 

가열로 온도는 반응기를 수직 방향으로 3 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 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가열로는 Kanthal wire를 이용한 기 항식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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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440 V, 3상의 원을 공 하며, 최  온도범 는 1,200 ℃, 정상 운

온도는 650 ℃로 가열로 제원은 970(OD) × 730(ID) × 800(L) mm이다.

  각각의 가열로 앙 부분에 삽입된 열 에 의해 가열로의 온도가 측정

되며, 열 의 설정온도는 속 환 반응기 내부의 용융염 앙에 치한 

열 의 온도가 650 ℃를 안정하게 유지하기 한 조건의 온도를 경험 으

로 결정하여 3 단의 가열로 온도를 각각 독립 으로 설정하여 제어한다. 한

편 상단 랜지 하부의 700 mm 지 에 열 를 추가로 설치하여 반응 

의 반응기 상하부의 온도범 를 측정하고, 반응이 종료된 후에는 최상단 가

열로의 설정온도를 상승시켜 제어함으로서 이 지 의 온도를 650 ℃ 이상으

로 유지하여 사용한 용융염의 이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 다.

  (8) 용융염 이송장치

      기화학  속 환 반응이 종료된 후 반응기 내부의 폐용융염을 진

공시스템을 이용하여 후속공정인 용융염 펠렛 제조장치로 이송하는 장치로 

1/2 인치 이 (S.S. 316, Sch. No. 20)를 사용하여 속 환 반응기 최하단

부 1 cm로부터 용융염 펠렛 제조장치 최상단부까지 배 을 설치하 다. 용

융염 이송 시에 배  내부에서 용융염 응고에 의해 용융염 이송 의 막힘 

상을 방지하기 해 용융염 배   구간에 있어 650 ℃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속 환 반응기 상단 랜지 하부에는 70 cm 길이

의 2 인치 이 (S.S. 316, Sch. No. 20)를 설치하고 그 내부  배  내부

의 진공 유지를 한 고온 밸 와 배  체는 매몰식 heater를 설치하 으

며, 배 의 연결 부분은 band heater를 설치하 다.

  (9) 아르곤 가스 공   배출장치

      아르곤 가스 공 시스템은 Fig. 3.1.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6 L 용량

의 액체 아르곤 통 3개를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아르곤 가스를 지속 으로 

공 하도록 하 으며, 액체 아르곤의 기화용량이 40 ㎥/hr인 기화기에서 기

화된 아르곤 가스는 속 환 반응기로 공   배출됨으로서 속 환 반

응기 내부를 아르곤 가스에 의한 불활성 분 기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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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7. Transportation line of molten salt.

   

      Fig. 3.1.1.8. Manifold and vaporizer for injection of argon gas.

  (10) 교반장치

      공 된 LiCl이 완 히 용융되면 Li2O 분말을 공 하는데 이때 Li2O 

분말이 용이하게 용해될 수 있도록 하기 해 pneumatic actuator에 의해 교

반되는 교반장치 2 조를 반응기 상단 랜지에 설치하 으며, 교반을 한 

압축공기 공 을 설치하 다.

 나.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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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 사용된 20 kgHM/batch  mock-up 시스템이 Fig. 3.1.1.9에 

나타났다. 기화학  속 환반응은 650 ℃의 고온 LiCl-Li2O 용융염계에

서 아르곤 가스의 공   배출을 통해 반응기 내부를 불활성 분 기로 유

지하며 수행된다. 실험에 사용한 U3O8 분말은 UO2 펠렛을 muffle furnace에

서 약 500 ℃로 5 시간 이상 가열하여 얻었으며, 반응기 조립 후 U3O8 분말

이 담긴 아크릴 통을 환원 극부에 치한 U3O8 주입구에 기 성을 유지하

면서 연결하여 U3O8 분말을 마그네시아 필터 내부로 공 하 다. 용융염의 

원료물질인 LiCl (Alfa, 99%)  Li2O (Cerac, 99.5%)는 LiCl의 조해성  공

기 의 수분과의 반응에 의한 Li2O의 LiOH 생성을 방지하기 해 별도의 

아르곤 가스 분 기의 로 박스에서 계량하여 포장용기 내에 , 속

환장치 상부의 LiCl 공 에 속, 연결되어 내부 반응기에 일정량의 LiCl

을 공 한다. LiCl을 공 한 후, 가열로에 원을 공 하여 가열을 시작하며, 

이때 상온, 300 ℃  550 ℃에서 0.5 kg/㎠․G의 아르곤 가스 공 에 의한 

가압  기압 상태로의 아르곤 가스 배출 조작을 각각 20 회 수행함으로

서 반응기 내부에 존재하는 수분을 제거하 다. LiCl이 완 히 용융되면 

LiCl에 해 3 wt%의 Li2O 조성이 되도록 이미 계량, 포장되어 있는 Li2O를 

LiCl과 같은 방법으로 반응기에 공 하고 교반장치에 압축공기를 공 하여 

용융염을 교반한다. 1 시간 간격으로 용융염 시료를 채취하여 Li2O의 농도변

화를 측정하여 일정한 농도가 유지되면 극에 DC 원을 공 하여 일정 

류모드 하에서 기화학  속 환 반응을 개시한다. 해반응 과정에서

의 LiCl-Li2O 용융염  Li2O 농도변화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1.5 g 정도의 

용융염 시료를 석  샘 을 이용하여 샘 링하고 페놀 탈 인 지시약과 

0.1 N HCl 용액으로 정하여 분석하 다. 해반응이 종결된 후 속 환

체와 용융염을 분리하고 세척한 다음, XRD  TG 분석에 의해 속 환율

을 산출하 다. 해반응이 종료되면 DC 원 공 을 단하고 1 시간 간격

으로 용융염 시료를 채취하여 마그네시아 필터 내의 Li2O가 bulk solution 

상으로 재순환되는 정도를 확인한다.

  사용된 용융염을 이송하기 해서 속 환장치의 상단 가열로  용융염 

이송 을 가열하여 속 환장치 상부의 열 (상단 랜지 70 cm 하부 

치)  용융염 이송 에 설치된 각각의 가열로의 온도가 650 ℃에 도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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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염 이송   용융염 펠렛 제조장치 상부 용기를 진공으로 유지한 후 

용융염 이송  간에 설치된 고온 밸 를 개방하여 속 환장치 내부 반

응기의 용융염을 용융염 펠렛 제조장치로 이송하고 가열로의 원을 차단하

고 실험을 종료한다. 이때 속 환장치가 상온으로 냉각되어 실험장치를 해

체하기 까지는 속 환장치 내부로 아르곤 가스  반응기 냉각을 한 

압축공기는 계속 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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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1.1.9. (A) Photograph of the electrolytic reduction mock-up system.  

            (B) Schematic diagram of the electrolytic reduction mock-up  

            system.

2. 단 장치 성능평가

 가. 원료물질 공 장치(LiCl  Li2O)

    용융염의 원료물질인 LiCl (Alfa, 99%)  Li2O (Cerac, 99.5%)는 LiCl

의 조해성  공기 의 수분과의 반응에 의한 Li2O의 LiOH 생성을 방지하

기 해 별도의 아르곤 가스 분 기의 로 박스에서 계량하여 포장용기 

내에 되어 속 환장치 상부의 LiCl 공 에 속되어 내부 반응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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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된다. 불활성 분 기에서 운 되는 로 박스는 정제장치가 부착되어 

로 박스 내의 유체가 지속 으로 정제장치를 통과함으로서 로 박스 

내의 수분  산소농도를 ppm 단 로 조 되는 것이 원칙이나, mock-up 성

능시험 특성상 실험 시에만 아르곤 분 기를 조성하여 짧은 시간 내에 원료

물질을 개 하고 , 포장하는 개념의 로 박스를 제작하 다. Table 

3.1.2.1에 로 박스 측면의 시료 투입구를 개방하여 염화리튬  산화리튬 

시약병을 투입하고 폐한 후에 진공(400 torr)  아르곤 가스 주입 회수에 

의한 로 박스 내의 산소농도 변화를 수록하 다.

Table 3.1.2.1. Variation of oxygen concentration in a glove box

No. of purge Concentration of oxygen (ppm)

 5 11,400

10  2,410

15   890

20   429

  한편, 운반용기는 8인치 이 (S.S. 304, Sch. No. 10)를 사용하 으며, 

속 환장치와의 연결 부분은 2 인치 이 (S.S. 304, Sch. No. 10)를 사용하

여 원료물질이 공 되는 경사각을 64o가 되도록 하여 약 15 kg의 LiCl을 취

할 수 있도록 하 다. 과립상의 LiCl은 속 환장치로 용이하게 공 되었

으며, 밸 를 개방한 이후 공 시간을 기 로 하여 정리한 결과를 Table 

3.1.2.2에 수록하 다. 여기서 보인 바와 같이 1, 2, 5항의 경우 평균 공 속

도는 약 450 g/sec이었다.

 나. 우라늄 산화물 공 장치

    U3O8 분말 운반용기는 속 환 반응기로의 U3O8 분말 공  상태를 확

인하기 해 Fig. 3.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크릴로 제작하 으며, 외경 

기  150 mm  40 mm 이 를 사용하여 U3O8 분말이 공 되는 경사각

을 66o로 하여 공 하 으나, cone 하단부에서 U3O8 분말의 정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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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었다. 

Table 3.1.2.2. Feeding time of LiCl granule

No. TARE(kg) GROSS(kg) NET(kg)
Weight after 

feeding
Feeding time 

(sec)

1 12.38 27.41 15.03 12.38 34.5

2 12.40 27.62 15.22 12.41 34.5

3 12.28 27.57 15.29 12.29 -

4 12.22 22.24 10.02 12.23 32.5
*

5 12.34 22.44 10.10 12.35 21.0

Total 65.66
Mean of 

feeding rate
0.45 kg/sec

  이를 해소하기 해서 운반용기에 충격을 가하여 U3O8 분말을 공 하고자 

하 으나, 지속 인 공 이 불가하 으며, 간헐 으로 공 되며 channeling 

상에 의해 U3O8 분말이 운반용기 내에서 비산되는 상을 찰할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Fig. 3.1.1.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반용기 바닥면 앙에 울트라조인트를 이용하여 cone 하단부의 40 mm 

이  부분까지 삽입할 수 있는 ø6 mm 스테인 스강 을 삽입하고 밸 를 

연 후 삽입된 을 상하로 움직인 결과 원활히 공 은 되었으나, U3O8 분말

의 비산 상은 여 히 찰되었다.

 다. 일체형 환원 극

    일체형 환원 극은 U3O8 분말 공 과 마그네시아 필터 housing과의 

연결 지지 , 원을 공 하기 한 도성 컨덕터(S.S. 304), 다공성 마그네

시아 필터  필터 내부에 충 되는 U3O8 분말로 구성된다.

5 kgU/batch 규모의 경우에 컨덕터를 연결 지지  상단 앙에 치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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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U3O8 분말 공 을 휘어서 설치한 결과 U3O8 분말의 공 이 여의치 

않아 20 kgU/batch 규모의 장치는 극 컨덕터 설치부와 U3O8 공 을 4 

인치 연결 지지  양쪽 귀퉁이에 편심되게 수직으로 설치하 다. 컨덕터는 

20 mm 스테인 스강 에 2인치 이 (S.S. 304, Sch. No. 10)를 연결하여 

극면 을 늘리고, 고체 극의 2 인치 부분이 마그네시아 필터 내부 앙에 

치하도록 Fig. 3.1.1.4(b)와 같이 20 mm 을 휘었으나, 일체형 환원 극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Viton O-ring에 의해 지지되는 컨덕터는 무게 심 이동

에 의해 편심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 내부에서 U3O8 분말의 공  거동을 확인하기 

해 다공성 마그네시아의 규격과 동일한 아크릴 용기를 제작하여 찰한 결

과, U3O8 분말의 낙하 시에 비산에 의한 필터 외부로의 U3O8 분말 손실 방

지를 한 폐 문제 이 두되었다. 한편 10 kg의 U3O8 분말이 공 된 후 

충진 형태는 U3O8 분말 공  노즐 하단부는 24.7 cm, 그 반 편의 충  높

이가 19.5 cm로 경사면을 이루었으며, 충격을 가한결과 각각 23.5 cm  

18.5 cm로 약 1 cm 가량 충진되었다. 이 경사면을 평평한 상태로 충 되었

다고 가정하고 마그네시아 필터의 내경이 18 cm임을 감안할 경우에 U3O8 

분말의 충  도는 1.78 ～ 1.87 g/cc의 범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내부 반응기

    내부 반응기의 재질은 Inconel 600으로 Fig. 3.1.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깥쪽 표면의 부식이 심하 으며, 반응기 안쪽 표면은 외 상 바깥쪽 표면 

부식에 비해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마. 외부 반응기  냉각시스템

    외부 반응기는 실험장치 설명 부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열로에 의

해 가열되는 부분의 하단부  압축공기에 의해 냉각되는 부분의 상단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기의 직경이 서로 다르다. 반응이 종료된 후 내부 반

응기를 들어내고 외부 반응기 내부를 찰한 결과, Fig. 3.1.2.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가열되는 하단부는 부식되었으나, 냉각되는 상단부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 으며, 반응기 바닥에 기 연을 한 알루미나 도가니는 여러 갈



- 125 -

래로 손되었음이 찰되었다. 따라서 기 연을 한 알루미나 도가니의 

형태 변경이 실증용 속 환 반응기를 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a) Inside surface              (b) Outside surface

Fig. 3.1.2.1. Surface of inner vessel after experiment(40～80 A, 150 hrs).

 

  외부 반응기 내, 외부에 자켓 형태로 설치된 냉각 챔버  반응기 내부에 

방열 을 설치한 냉각시스템의 평가를 수행하 다. 압축공기 공 량의 자료

를 확보하고자 냉각 자켓으로의 압축공기 공 을 반응기 내부 자켓에는 공

하지 않고 반응기 외부 자켓에만 약 50 l/min의 압축공기를 공 한 결과 

반응기 상단 랜지의 표면 온도를 150 ℃ 이하로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교반기 구동장치의 고온으로 인한 고장을 방지하기 해 구동장치 하단부에 

냉각 자켓을 설치하 으나, 압축공기를 공 하지 않아도 교반기 구동은 원활

하게 작동되었다.

 바. 가열장치

    반응기를 가열하기 시작하여 반응기 내부의 용융염 온도가 650 ℃로 지

속 으로 유지되는 정상 상태 조건에서 가열로의 설정온도는 하단의 가열로

로부터 각각 670 ℃, 660 ℃  560 ℃ 이었으며, 이때 상단 가열로의 온도

는 설정온도 보다 높은 590 ℃의 온도를 지시하 다. 정상 상태에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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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류는 13 A 으며, 공 되는 압이 440 V, 3 상으로 약 10 kWh의 

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1.2.3에는 해반응 후의 반응기 

내부의 수직 온도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3.1.2.2. Inside surface of outer vessel after experiment

                  (40～80 A, 150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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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3. Temperature profile of the mock-u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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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용융염 이송장치

    20 kgHM/batch 규모의 기화학  속 환장치 Mock-up 시스템에서 

가열로의 설정온도를 상단으로부터 740, 710  690 ℃로 설정하 을 때 

랜지 하단부에 삽입된 매몰식 가열기 치에서의 반응기 내부 온도가 615 

℃에 도달되었으며, 이 때 용융염 이송  에 설치된 밸 를 열어 용융염을 

이송하기 시작하여 용융염 이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분 40 로, 용융염 

이송속도는 약 750 g/sec이었다.

 아. 교반장치

    압축공기에 의해 구동되는 교반장치는 속 환 반응 에 Li2O의 용

해, 반응   반응 종료 후 Li2O의 용융염으로의 재순환 진을 해 교반

하며, 이와 같이 장시간의 고온 분 기에서 반복된 교반  교반 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능을 유지하 으나, 교반속도에 한 제어에 있어서는 정

량 인 데이터 확보가 어려웠다. 약 50 rpm의 교반속도에서 Li2O의 용해시

간은 아르곤 가스 주입에 의한 방법보다 1/3로 단축된 4 시간 정도 소요되었

다.

3. U3O8의 해환원 특성 평가

 가. 우라늄 산화물의 해환원 반응

    본 연구에서의 해환원 반응은 용융염(LiCl, Li2O)과 반응물(U3O8)의 

분해  차이를 이용한다. Hur et al.[3.1.3.1]은 이러한 분해  차이에 기

인한 U3O8의 간  해환원 반응에 한 메카니즘을 제시하 다. 이들은 

-2.47 ～ -3.46 V 셀  역에서 Li2O-LiCl 용융염을 이용하여 LiCl의 분

해없이 Li 속을 생산할 수 있는 Li2O의 선택  분해가 가능하다고 보고하

다. Fig. 3.1.3.1에 U3O8의 간  해환원 반응에 한 메카니즘을 나타내었

다. 본 해환원 시스템에서 Li 속이 환원 극 표면에서 Li2O의 해에 의

해 생성되며, 이러한 Li 생성 단계가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에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기화학 으로 생성된 Li 속은 일체형 환원 극 내의 U3O8 분

말과 화학반응을 진행하여 속우라늄과 Li2O를 생성시킨다. 반응 생성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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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O는 용융염 내에서 Li+와 O2-로 이온화되며 O2- 이온은 U3O8/U metal 층, 

마그네시아 멤 인  해질을 통해 산화 극 쪽으로 확산되어 산소로 

방출된다. 환원 극에서 Li+는 Li 속으로 재환원되어 미반응 U3O8과 지속

으로 반응함으로써 속 우라늄을 생성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U3O8의 기화학  속 환을 한 실험방법으로 

chronopotentiometry가 채택되었다. 이 방법은 극반응속도를 임의로 조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Fig. 3.1.3.2은 해환원 mock-up 시스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Anode Cathode

Li+

Li 
U3O8 

O2-

LiCl-Li2O, 650 oC

Magnesia
Container

O2

O2- → 1/2O2 + 2e-

UxOy + 2yLi  → xU + yLi2O

Fig. 3.1.3.1. Process concept of the electrolytic reduction of uranium       

             oxides in this work

  해환원 시스템으로 공 되는 류는 40 A에서 단계 으로 상승시킴으로

써 해반응의 속도를 조 하 다. 셀 는 반응 기에 격히 상승한 후 

2.7 ～ 3.3 V 사이의 범 에 치하며 이 는 앞서 언 한 Li2O가 선

택 으로 분해될 수 있는 이다. 산화 극의 는 Li2O의 농도에 향

을 받으며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Li2O의 농도가 감소하면서 산화 극 

가 증가하게 된다. 80 A의 류를 반응기로 공 하 을 때 환원 극 는 

조업 기 으로 삼은 -3.0 V를 넘는 값을 보 다. 해환원 시스템의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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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향상을 해서는 일체형 환원 극  감소가 필수 이며 이를 해 

도성 컨덕터 면   재질, 우라늄 산화물 층 두께 등에 한 정량 인 평가

를 통한 일체형 환원 극의 최 화 연구가 필요하다. Fig. 3.1.3.2에서 볼 수 

있듯이 셀 는 인가 류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게 되며 허용 가능한 운

범 에서의 최  인가 류는 80 A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상의 류에

서는 3.46 V 이상의 셀 를 보일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최  허용 류

를 높이기 해서는 극의 과 압을 낮추어야 하며 실증용 속 환 반응

기의 설계 시 과 압을 낮추기 해 극 재질  극 배열의 변화를 염두

에 두어야 한다. Mock-up 시스템에서 극 간 거리는 12.5 cm이며 650 ℃

에서 LiCl의 항 0.169 Ω․cm를 고려할 때 용융염에 의한 압강하는 0.1 

V 이하로 상된다. 한 우라늄 산화물 층과 마그네시아 멤 인에 의한 

경막강하는 0.08 V 이하인 으로 미루어[3.1.3.2] 20 kgHM/batch 의 허용

류를 최 화하기 해 과 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공학 인 측면

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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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 Chronopotentiometric voltage curves and applied current with  

            time in the U3O8-LiCl-Li2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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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반응기의 규모에 따른 해반응 특성을 비교하 다. Bench 

scale, 5 kg   20 kg  mock-up 시스템의 반응 장치에 한 특징이 

Table 3.1.3.1에 보 다. 이 표에는 반응기 dimension, 핵물질 최  처리량, 

용융염의 양, 산화-환원 극 특성 등이 나타나 있다. 반응기 규모가 커짐에 

따라 류 도를 높이기 해 산화 극의 수를 증가시켰으며 산화-환원 

극간 거리도 증가하 다.

Table 3.1.3.1. Summary of experimental apparatus in this work

Bench 5 kgHM/batch
20 kgHM/batch 

Mock-up

Reactor dimension
(mm I. D. × mm High)

114 × 210 360 × 700 600 × 850

Max. U3O8 capacity (kg) 0.05 5 20

Amount of electrolyte (kg) 0.5 35 75 - 95

Max. applied current (A) 0.5 25 80

Distance between cathode 
and anode (mm)

30 100 130

Anode material Pt Pt Pt or Ceramic

Number of anodes 3 5 6

Anode diameter (mm) 0.8 2 2.5

Surface area of anode (cm
2) 26.5 628.3 1349

Distance between cathode 
and anode (mm)

31 97 135

MgO thickness (cm) 0.5 0.8 1

U3O8 layer thickness (cm) 0.5 3.0 6.5

Molten salt height (cm) ≒ 5 ≒ 20 ≒ 35

  Table 3.1.3.2에 각 반응기에서 수행한 운  조건  결과를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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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해환원 실험은 U3O8의 충진 양, U3O8 층 두께, Li2O/U3O8 몰비 

등을 변화시키면서 다양한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반응기 규모에 계없이 Pt 백 극  LiCl-Li2O 용융염을 이용하여 99% 

이상의 높은 속 환율을 달성하 다. 총 해환원 반응시간은 U3O8 

충진양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다. Mock-up 시스템의 경우 반응 도  

용융염 내의 산소이온이 부족하여 산화 극 의 비정상 인 증가가 

찰됨에 따라 Li2O를 추가 으로 주입하 다. 반응 도 에 Li2O의 주입없이 

운 을 하기 해서는 U3O8 처리량 비 반응기의 부피를 늘려주거나 

환원 극의 aspect ratio를 조 함으로써 O2- 이온의 확산속도를 증가시켜 

주어야 한다.

Table 3.1.3.2. Summary of the experimental conditions and the results     

              conducted in different scale reactors

Run 1 Run 2 Run 3 Run 4 Run 5

Reactor Bench 5 kg 5 kg Mock-up Mock-up

Amount of U3O8 
(kg)

0.04 3.5 2 15 13

Thickness of U3O8 
layer (mm)

5 30 30 65 65

Initial Li2O to U3O8 
molar ratio

10.89 8.45 14.70 5.64 6.50

Anode material Pt Pt Pt Pt Pt

Reaction 
temperature (℃)

650 650 650 650 650

Applied current (A) 0.5 20～24.5 10～12.5 40～80 40～80

Additional feeding 
of Li2O

None None None Yes Yes

Total run time (h) 40 75 91 150 116

Cell potential (V) < 2.7 < 2.90 < 3.20 < 3.20 < 3.30

Reduction 
conversion (%)

> 99 > 99 > 99 > 99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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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용융염에서 Li2O 농도 변화

    에서 제시한 해환원 반응 메카니즘에 의하면 U3O8으로부터 추출된 

산소이온이 용융염 벌크로 확산됨으로써 용융염 내 Li2O의 결핍 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곧 Li2O의 closed recycle의 구 을 의미하며 작은 

양론비의 Li2O를 이용하여 많은 양의 U3O8을 환원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상은 큰 규모의 반응기에서 안정 인 조업을 가능  하며 반응기의 

부피  운 비용을 감시킬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상은 

으로 환원 극으로부터 용융염 벌크로의 O2- 이온의 확산 상과 

해환원 반응 속도와 한 련이 있다. 완 한 Li2O의 recycle을 

구 하기 해서는 O2- 이온의 확산속도가 극반응 속도보다 비슷하거나 

빨라야 한다. 따라서 해환원 반응에서 용융염 벌크내의 Li2O 농도 거동을 

살피는 것은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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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 Variation of the Li2O concentration in the electrolyte bulk     

             with the reaction time in a mock-u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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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3.3은 mock-up 시스템에서 해환원 반응 동안 Li2O 농도 변화를 

도시한 그림이다. 용융염 벌크 내 Li2O 농도는 70 hr의 반응시간까지 이론

으로 계산한 값(실선)에 따라 진 으로 감소한다. 이 지 에서 Li2O 농도

는 조업 한계값(0.5 wt%)에 도달하는 반면 U3O8이 우라늄 속으로 완 히 

환되는데 필요한 반응시간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Li2O 농도가 낮으면 LiCl

이 해되어 Cl2 가스가 방출되거나 산화 극인 Pt가 용융염으로 용해되는 

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정성  높은 속 환율을 달성하기 

해 반응 도  Li2O를 2회(70 hr, 96 hr)에 걸쳐 첨가하 다. Bench scale 

 5 kgHM/batch 규모에서 Li2O 농도는 반응 기 Faraday's law에 따라 

감소한 후 일정 시간 후에 Li2O의 재순환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반응기 규모

가 커짐에 따라 mock-up 시스템에서는 110 hr의 반응시간 후에 Li2O의 재

순환이 발생한다. 이 결과는 반응기 scale-up에 따른 U3O8 층두께의 증가가 

환원 극에서 용융염 벌크로의 O2- 이온의 확산을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ig. 3.1.3.4는 3가지의 장치 규모에서 수행된 해환원 반응에서 Li2O 

농도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반응기 규모에 계없이 측정된 Li2O 농도는 

반응 기에 이론값과 일치하여 감소한다.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bench 

scale 반응기의 Li2O 농도가 이론값보다 더 높은 값을 보이며 그 

편차(deviation)는  커지게 된다. Mock-up 시스템의 경우 용융염 

벌크에서의 Li2O 농도는 이론값과 거의 일치하면서 Li2O의 재순환 상이 

매우 더디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5 kgHM/batch 규모 반응기는 앞선 두 반응기의 간에 치한다. Fig. 

3.1.3.4로부터 U3O8 층 두께가 O2- 이온의 확산 상에 많은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응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확산 항과 확산경로가 

증가하면서 O2- 이온의 확산에 의한 Li2O 재순환 상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Li2O의 재순환 은 본 해환원 기술의 규모 확  에서 면 히 

검토되어야 한다.

 다. 환원된 우라늄 속 특성 평가

    해환원 반응이 종료된 후 용융염을 이송하여 폐용융염 잉곳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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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용융염을 이송할 때 반응기 내부에 존재하는 산소가 우라늄 속과 

재반응하여 속 환율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재산화를 방지하기 

해 용융염 이송단계에서도 지속 으로 Ar 기체를 주입하여 불활성 분 기

로 만들어주어야 할 뿐 아니라 이송 간에 Ar purge를 해 으로써 속 환

체와 산소와의 을 철 히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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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4. Comparison of the Li2O concentration obtained by the         

             theoretical equation and the experimental data.

  해환원 반응이 종료된 후 일체형 환원 극 내의 우라늄 속에 한 

환율이 측정되었다. 속 환율은 열 량분석기(TGA)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은 산화반응을 가정하여 결정되었다.

3U + 4O2 → U3O8

상기 반응식에 의하면 1 g의 우라늄 속이 산화되어 1.179 g의 U3O8이 생

성된다. 해환원 반응 종료 후 마그네시아 멤 인 내 속 환체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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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Fig. 3.1.3.5에 나타나 있다. 속 환체의 직경은 마그네시아 멤 인의 

내경과 동일한 180 mm이다. 반응 치별 속 환율을 평가하기 해 속

환체의 반경방향  축 방향에 따라 9 개의 시료를 채취하 다. 이 속

환체는 우라늄 속뿐만 아니라 우라늄 입자사이에서 고화된 용융염이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순수 우라늄 속만을 분리하기 해 증류수를 이용하여 

용융염을 세척한 후 우라늄 속을 진공오 에서 건조하 다.

180 mm 

Fig. 3.1.3.5. Photograph of the metallic uranium taken out from magnesia  

  membrane after an electrolytic reduction of 650 ℃.

  건조된 우라늄 속의 치별 속 환율이 Fig. 3.1.3.6에 나타나 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속 환율은 환원 극 내부에 비해 외부에서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환원 극 상부보다는 하부에서 속 환율이 감

소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속 환율은 99%이상을 보 다. 이상과 

같이 속 환율이 환원 극 외부에서 낮은 이유는 Fig. 3.1.3.7에 보인 바와 

같이 해환원 반응이 U3O8 분말 가운데 치한 도성 컨덕터에서 시작하

여 반경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리튬 속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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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늄 속과 U3O8 계면에서 생성되어 계속해서 미반응 U3O8을 속 환 시

킴으로써 반응표면이  외부로 진행된다.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환원 극 

내부의 U3O8 분말은 리튬 속과의 시간이 길어지는 반면 외부로 갈수

록 시간이 짧아지며 이로 인해 환원 극 외부에서 속 환율이 다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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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6. Reduction conversion after the electrolytic reduction in the    

            mock-up system.

  Table 3.1.3.2에 보인 바와 같이 20 kgHM/batch 규모의 mock-up 시스템

에서 류효율을 최 화하 음에도 불구하고 5 kgHM/batch의 반응시간에 

비해 장시간에 걸쳐 운 이 진행된다. 따라서 백  산화 극 안정성에 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앞서 보인 Fig. 3.1.3.2에서 장시간의 반응에도 백  

산화 극의 는 매우 안정 이었다. 그러나 반응 종료 후 극 표면을 분

석한 결과 Li2PtO3 피막이 생성되었음을 XRD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Fig. 

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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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환원
진행방향

MgO membrane

Fig. 3.1.3.7. Magnesia membrane in an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

  백  산화 극 표면에 Li-Pt-O complex는 5 kgHM/batch 반응기의 결과

에서도 찰되었다. 이 상은 Pt 산화 극에서 산소의 발생과 더불어 Li의 

intercalation이 동시에 발생하여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3.1.3.3, 3.1.3.4]. 이러

한 산화물 박막은 기 도율을 낮추며 과 압을 높임으로써 류효율 측

면에서 불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궁극 으로 고가의 Pt 재질의 손실을 

통해 운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백  재질의 산화를 막기 

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백  산화 극을 체하기 해 부식성의 고온

용융염에서 안정한 세라믹 산화 극을 개발하기 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

다.

 라. SnO2 산화 극을 이용한 U3O8의 해환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Pt 재질이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안정하다 하

더라도 고가의 설치비용이 필요하며 한 해환원 반응 도  Li2PtO3 박막

이 생성됨에 따라 Pt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한 Pt 산화 극이 양극용

해(Anodic dissolution) 상에 의해 용융염으로 용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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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8. XRD pattern of the film on Pt anode surface after the run.

  이와 같은 상이 발생할 경우 해환원 공정의 설치비용  운 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화 극으로써 백  재질을 

체하기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Bench scale의 선행연구에서 산화 극으로

써의 활용가능성이 입증된 SnO2를 이용하여 U3O8의 해환원 반응을 수행

하 다.

  산화 극으로써 SnO2 (Fig. 3.1.1.5)를 이용한 U3O8의 해환원 반응은 5 

kgHM/batch 규모의 반응기와 20 kgHM/batch 규모 반응기에서 각각 수행

되었다. 5 kgU/batch 규모의 속 환장치 성능평가 실험은 3.5 kg의 U3O8

에 해서 SnO2 재질의 양극을 사용하여 수행하 으며, 순수하게 화학  반

응에 의해서만 우라늄 속으로 환되고 류효율을 100%로 가정하면, U3O8 

분말이 우라늄 속으로 환되기 한 리튬 속의 생성을 해서는 약 

6,420,000 coulomb의 하량이 공 되어야 한다. Fig. 3.1.3.9에 해반응 

의 압 변화와 공 된 류량을 함께 도시하 으며, 공 된 하량은 약 

6,850,000 coulomb으로 이론양에 비해 약 6.7%를 과하여 공 하 다.

  Fig. 3.1.3.10은 해반응 의 LiCl 용융염에 한 Li2O의 농도 변화를 도

시한 것으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 기에는 Li2O의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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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aday의 해 법칙(실선)에 따라 가해  하량에 비례해서 감소하 으며, 

반응 후반부에는 일체형 cathode 내에서 생성된 Li2O의 recycle에 의해 일정

한 농도를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Li2O recycle 상은 앞서 자세히 

기술하 으며 Fig. 3.1.3.3에 비해 Li2O 재순환이 활발한 이유는 일체형 환원

극의 U3O8 층 두께의 차이에 기인한다. 반응 후반부 용융염 벌크에서 Li2O 

농도가 일정한 것은 산소이온의 확산속도와 Li2O의 해속도가 거의 동일하

다는 것을 보여 다.

  일체형 환원 극 내의 반응생성물은 극 컨덕터  마그네시아 필터에 

근 한 치에서 상, , 하 세 군데로 총 6 개의 시료를 채취하 다. 채취된 

시료는 물  메탄올로 세척한 후 진공건조기에서 건조하 으며, 채취된 시

료에 한 복합용융염의 함유율을 알아보기 해서 세척 에 시료의 무게

를 측정하 다. 처리된 시료는 X-ray 회 분석에 의해 생성물의 성분을 분

석하 으며, TG 분석을 통해 공기 분 기에서 산화에 의한 무게증가율을 측

정함으로서 우라늄 속으로의 환율을 계산하 다. 시료에 함유된 복합용융

염의 함유율은 시료 치에 따라 30 ～ 50%의 범 에 치하며 평균 43%를 

보 다. Table 3.1.3.3에는 열 량분석기  X-ray 회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Table 3.1.3.3에 보인 바와 같이 반응생성물에 한 분석 결과 환원 극 

컨덕터에 인 한 부 에서 U3O8 분말은 우라늄 속으로 거의 환되었으며, 

FeU6 구조의 생성물이 찰되었다. Fe와 U의 공융 은 721 ℃로, 기분해

에 의해 생성되는 리튬과 우라늄 산화물의 발열  화학반응으로 인한 국부

인 온도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마그네시아 필터에 인

한 부 에서는 우라늄 속으로의 환을 한 리튬 생성에 요구되는 하량

을 과로 공 하 음에도 불구하고 약 75%의 우라늄 속 환율을 보 으

며, XRD 분석 결과 우라늄 속과 UO2 성분이 혼재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속 환 실험 후의 SnO2 양극의 SEM 사진을 Fig. 3.1.3.11에 나타내었

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 환 실험 종료 후의 SEM 결과로부터 

SnO2 양극 내부는 반 으로 LiCl 용융염에 의해 침투된 결과를 보 으며, 

용융염에 잠기지 않은 부 에서도 LiCl 용융염에 젖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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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9. Chronopotentiogram with SnO2 anode in 5 kgU/batch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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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마그네시아 멤 인에 인 한 U3O8 속 환율이 Pt 산화

극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nO2 산화 극을 이용한 5 

kgHM/batch 반응기에서의 비성능 평가가 비교  좋은 결과를 보 다. 본 

실험에서 이론값을 과하여 하를 주입하 다 할지라도 백 극의 류

효율과 비교할 때 세라믹 극의 류효율이 낮다는 을 감안하면 많은 

하를 공 해주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바깥쪽에 치한 

U3O8의 속 환율이 비교  낮은 값을 보 을 가능성이 있다. 

Table 3.1.3.3. Results obtained from TGA and XRD in the electrolytic run  

             with SnO2 anode

Sample location Reduction yield (%) Compound

Inside High ～ 100 U, FeU6, Fe-Cr

Inside Middle ～ 100 U, UO2, FeU6

Inside Low ～ 100 U, FeU6

Outside High 52.24 U, UO2

Outside Middle 79.57 U, UO2

Outside Low 97.15 U, UO2

  한 본 연구에서는 SnO2 산화 극을 이용하여 20 kgHM/batch  

mock-up 시스템에서 U3O8 해환원 반응을 수행하 다. 본 성능평가 실험

은 10 kg의 U3O8에 해서 SnO2 재질의 양극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 Fig. 

3.1.3.12에 해반응 의 산화-환원 극  셀  변화와 공 된 류량을 

함께 도시하 다. 본 연구에서 공 된 하량은 이론양에 비해 약 41.7%를 

공 하 다. 이는 실험 종료 시 에서의 셀 가 약 3.8 V에 도달되어 부

득이 실험을 단한 결과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3.46 V 이상의 셀 에

서는 LiCl이 분해되어 Cl2 가스가 방출될 수 있다.

  해환원 반응이 종료된 후 시료를 채취하여 치별 속 환율을 측정한 

결과 측할 수 있는 것처럼 컨덕터 주 의 U3O8은 70 ～ 100%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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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환율을 보 으나 그 이외의 지 에서는 거의 환원되지 않았다. 따라

서 백 극을 체하기 한 SnO2 극에 한 보다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야 한다.

    

              (a) Fresh                 (b) Molten salt phase

   

             (c) Gas phase                 (d) After washing

Fig. 3.1.3.11. SEM photographs of SnO2 anode before/after the electrolytic  

             run.

       

  Fig. 3.1.3.13은 해환원 반응 후 SnO2 산화 극에 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용융염 계면을 제외한 SnO2 재료의 표면은 건 한 상태를 유지하

고 있었으나, 기계  강도가 매우 약해져 있었다. 용융염 계면에서 검정색의 

이물질이 검출되었으며 XRD 분석 결과로부터 Lithium iron oxide (LiFeO2)

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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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2. Chronopotentiogram with SnO2 in a 20 kgHM/batch mock-up  

             system. 

  

Fig. 3.1.3.13. SnO2 anode after the electrolytic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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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Lab-scale Smelter 성능평가

1. Lab-scale Smelter 성능평가 개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ACPF hot cell에서 이루어질 ACP 실증에 비하여 

ACP의 주요 단 공정인 smelting 공정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Smelting

은 해환원 공정에 의하여 산화물 분말에서 속분말로 환된 사용후핵연

료 속 환체를 일정한 형태의 몰드에서 고온 용융시킨 다음 속 ingot 

형태로 응고시키는 공정이다. 제 2장 2 에 기술하 듯이, ACP smelting 공

정은 휘발에 의한 잔류염 분리단계와 속분말 용융단계라는 2 개의 주요 

공정 조작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기한 잔류염 뿐만 아니라, 

일부 증기압이 높은 물질의 휘발도 발생하며, 해환원 공정에서 생성된 

속 환체도 basket으로 사용된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로부터 효과 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ACP에서 취 할 PWR 사용후핵연료의 조성과 물성

을 고려하여 이를 모사할 수 있는 용물질 test matrix를 구축한 다음, test 

matrix의 휘발  용융 특성을 분석하여, smelting 공정 실증장치의 설계자

료를 도출하는 한편, 그 운 조건 설정에도 활용하고자 하 다. 한 천연우

라늄을 사용하여 수행한 ACP 해환원 공정이 종료된 후, 마그네시아 용기

에 담긴 속 환체와 잔류염을 smelting 실험시스템으로 이송하여 lab 

scale smelter 성능평가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ACP smelting 공정 설계에 필

요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 다.

2. 기 공정 흐름  취  사용후핵연료

  산화물 형태 사용후핵연료의 성분은 화학  거동을 기 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1) 우라늄과 TRU, 2) 알칼리, 알

칼리 토 속, Eu, Se, Te, 3) 희토류 (RE), 4) 귀 속 (NM). 이러한 산화물 

형태 사용후핵연료를 용융염상에서 속 형태로 환시키면서 발열량과 부

피를 감소시키기 한 ACP 공정은 1) 산화물 형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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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decladding과 air voloxidation, 2) LiCl-Li2O 용융염상에서의 산화물 사

용후핵연료의 속분말 형태로의 해환원, 3) smelting에 의한 속분말의 

속 ingot으로의 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ACP 공정의 단 공정으로서의 smelting 공정에 한 이해를 돕기 하여, 

ACP의 hot cell 실증에 해서 취  기  사용후핵연료와 연  지어 간략히 

기술하겠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사후시험시설의 사용후핵연료 pool에 장

된 사용후핵연료는 해체  단 장치에 의하여 25 cm 길이로 만들어진 다

음, padirac cask에 의하여 조사재시험시설의 비 hot cell로 운반되어 진다.

  Voloxidation 공정에서는 운반된 사용후핵연료를 먼  slitting하여 zircaloy 

tube로부터 사용후핵연료 pellet을 분리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후핵연료의 주

성분은 UO2이며(무게 기  94.4% 이상), 나머지 부분은 원자로에서 생성

된 핵분열생성물의 산화물이다. 분리된 UO2는 voloxidation을 거쳐 U3O8 분

말이 되며, 나머지 핵분열생성물들도 주로 산화물 형태 분말로 제조된다. 이 

과정에서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의(H3, Kr, Xe, I)의 상당량이 방출되어 

off-gas 처리장치에서 포집된다.

  U3O8 분말과 그외 산화물 형태 핵분열생성물들은 해환원 공정으로 이송

되어 650 ℃의 LiCl-Li2O 용융염상에서 반응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정과정 

 해환원 공정장치의 환원 극과 결합된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 내에 

치한 사용후핵연료는 기 에 지의 공 과 고온 용융염과의 반응에 의하

여 U3O8 분말, TRU 원소, 귀 속 원소, 이 속 원소 등은 속으로 환

되며, 알칼리/알칼리토 속 원소 등은 염화물로 환되어 용융염에 용해되게 

된다. 희토류 원소의 경우에는 LiCl-Li2O 용융염에의 낮은 용해도를 고려하

여 단해 볼 때, 해환원 공정이 완료된 후 부분 산화물 형태로 속

환체 내에 잔류하게 될 것으로 측된다.

  ACP 공정의 hot cell 실증  smelting 공정에서 취 해야 할 기  사용후

핵연료의 mass와 radioactivity를 ORIGEN code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Fig. 3.2.2.1에 나타내었다. 계산은 공정 실증 과정에서 시설의 보수  안정성

을 확보하기 하여 공정 수율의 최 치와 최소치를 기 으로 각 단  공정

에서의 원소별 물질량이 최 가 되는 조건을 기 으로 수행하 다. Smelting 

공정에서 취 해야 할 사용후핵연료의 질량 부분은 우라늄이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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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방사능은 Pu, Y 등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Fig. 3.2.2.1. Composition of the spent fuel for the smelting calculated by   

            ORIGEN code.

3. 성능평가

 가. 실험시스템

    사용후핵연료 smelting 공정을 모사하기 한 lab scale smelter 실험시

스템은 특수 제작한 고주  유도 가열장치, 진공 배기장치, graphite 재질로 

된 내부용기, 마그네시아 container 등으로 구성하 다 (Fig. 3.2.3.1). 

250 L/min.의 배기속도를 가진 rotary pump를 이용하여 모의 smelting 실

험 에 시스템 내 진공도를 10-2 torr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graphite 내부용

기를 보호하고 휘발성 물질의 확산속도를 증가시켰다. 한 석  재질의 이

 사이에 냉각수를 흘려 유도코일을 보호함으로써 최고 1,500 ℃의 고온

에서 용융실험이 가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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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 Photograph of the lab scale smelter.

가열시 승온속도는 마그네시아 용기의 보호를 해 시간당 200 ℃ 이내로 

제한하 으며, 최종온도에서의 분말 용융 시간은 3 - 5 시간이었다.

사용후핵연료를 모사하기 한 용물질로는 천연우라늄 분말 (U3O8), LiCl 

(Alpha, 99.995%), Li2O (Cerac, 99.5%), CsCl (Alpha, 99.999%), SrCl2 

(Alpha, 99.995%), Y2O3 (Rare Metallic, 99.99%) 그리고 Am의 휘발특성을 

모사하기 하여 Mn (Junsei, 98.5%)을 사용하 다. 이들의 용융  휘발특

성 분석은 실험 ․후의 무게 변화 측정과 아울러 실험 종료 후 XRD, 

ICP-AA, SEM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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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결과  고찰

    천연우라늄을 사용한 ACP mock-up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라늄  

TRU는 해환원 공정에서 99% 이상 속으로 환되어 smelting 공정에 

도입될 것으로 단된다. 반면에 부분의 핵분열 생성물들, 특히 고방열 핵

종인 Cs, Sr 등은 LiCl 용융염에 CsCl과 SrCl2 형태로 녹아서 속 환체와 

분리되게 된다. 그런데 mock-up 실험결과에 의하면 분말 형태의 속 환

체 사이에는 LiCl-Li2O 용융염에 기인하는 상당량의 잔류염이 존재한다. 희

토류의 경우에는 Li에 의해 환원되지 않으면서 LiCl 용융염에의 용해도는 낮

기 때문에 98% 이상 산화물 형태로 속 환체와 동반할 것으로 상된다. 

귀 속 원소의 경우는 99% 이상 속 환체에 포함되어 해환원공정으로

부터 smelting 공정으로 이송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3.2.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물질 test matrix를 

구성하여 ACP smelting 공정의 실증에서 취 할 사용후핵연료를 모사하고

자 하 다. 그리고 열역학  자료를 이용하여 상물질의 증기압을 조사하

여, Fig. 3.2.3.2와 Fig. 3.2.3.3에 나타내었다[3.2.3.1, 3.2.3.2]. 두 그림에서 염화

물계 잔류염과 속성분의 증기압에 많은 차이가 있고, 따라서 휘발에 의하

여 속 환체로부터 염화물계 잔류염을 분리해 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

다. 악티늄 원소 에서도 유독 Am은 기상 기 상태에서 매우 안정한 5f77s2 

배열을 가지므로 고온에서 용융할 경우 상당량이 휘발될 수 있다. 실제로 

Trybu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400 ℃, ～670 Pa 조건에서 수행한 

U-20%Pu-10%Zr-2.1%Am-1.3%Np injection casting 실험에서 ～40%의 

Am이 휘발되었다[3.2.3.3]. Fig. 3.2.3.3에서 Mn은 Am과 유사한 휘발특성을 

나타내고, 따라서 Mn을 smelting 공정에서 Am 거동을 모사하기 한 물질

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분열 생성물의 거동은 주요 고방

열 핵종인 137Cs와 90Sr를 모사할 수 있는 CsCl과 SrCl2로 표하여 분석하

다. ORIGEN2 code를 사용하여 분석한 ACP 공정의 물질수지에서 희토류 원

소  가장 고방사능을 나타내는 물질은 yttrium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Y2O3로 smelting 과정에서 희토류 산화물의 거동을 모사하고자 하 다. 

귀 속 원소의 경우에는 일단 속으로 환된 이후에는 쉽게 산화되지 않

고 따라서 smelting 공정에 의한 속 ingot으로의 제조가 용이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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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용물질은 선택하지 않았다.

Table 3.2.3.1. Material system for the smelting experiments

Active materials Surrogate materials

    U and TRU     Fresh U and Mn

    Fission products     CsCl, SrCl2

    Rare earth elements     Y2O3

    Noble metal e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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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 Vapor pressure changes of CsCl and L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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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 Vapor pressure changes of Mn, Am, Pu, and LiCl.

Table 3.2.3.2에 우라늄을 비롯한 test matrix의 물성을 나타내었다. 

Smelter로 도입될 물질 , 잔류염에 기인하는 염화물은 속 환체에 비해

서 상 으로 녹는 , 끊는 , 도가 모두 낮은 반면, 산화물은 속물질에 

비교하면 상 으로 높은 녹는 을 가지면서 도는 낮음을 알 수 있다

[3.2.3.4, 3.2.3.5]. 

 Table 3.2.3.2. Physical properties of the test matrix and key target       

                materials of the smelting

 Element U Pu Mn Am CsCl SrCl2 LiCl Li2O Y2O3

 m.p. (℃) 1132 640 1244 1173 646 868 613 1570 ～2410

 b.p. (℃) 3930 - 2095 2600 1303 2056 1360 - -

 d (g/cm3) 19.07 19.86 7.47 13.67 3.99 3.05 2.07 2.01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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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smelter 가열시, 진 인 승온에 의해 잔류염 휘발에 이은 속체 

용융 순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한편, 가열과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속체는 

고체 잉곳으로 응고되고 도차에 의해서 그 상부에는 산화물 dross가 존재

하게 됨을 유추할 수 있다. 

ORIGEN2 code를 사용하여 분석한 ACP 공정의 물질수지 계산결과에 따

르면 속 환체 체 질량의 96.4%는 우라늄이다. 따라서 smelting 공정의 

가열조건은 우라늄을 기 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녹는 이 1,132 ℃인 우라

늄의 용융실험은 일반 으로 1,200 ℃ 이상에서 수행된다. 천연우라늄을 사

용하여 수행한 ACP 해환원공정의 mock-up 실험에서는 U3O8 분말을 99% 

이상 U 속분말로 환원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ACP 해환원 공정 

mock-up 실험에서 생성된 U 속분말  잔류염인 LiCl-Li2O을 상으로 

유도로에서 smelting 실험을 최고 1,500 ℃의 고온에서 수행하 다. 

Fig. 3.2.3.4. SEM-EDX analysis of the smelted metal products transferred  

            from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process.

Smelting 된 샘 을 상으로 SEM 분석을 수행한 결과, Fig. 3.2.3.4의 P1 

지 과 같이 밝게 찰되는 부분에서는 spectrum 1이 나타내듯이 순수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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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늄이 찰되었다. 그러나, Fig. 3.2.3.4의 P2와 P3와 같은 어두운 부분에서

는 ER 공정의 STS 304 cathode conductor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Fe

가 ～18 wt%, 그리고 몰드에 코 된 ZrO2와 SiO2 재질의 Holcote #110에 기

인하는 것으로 단되는 Si가 ～14 wt% 찰되었다. 그리고 상당량의 우라

늄 분말들은 산화피막이 smelting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소결되어 뭉쳐 있

는 것이 찰되었다.

Fig. 3.2.3.5. Change of ΔGr with temperatures for the formation of Li2O   

            and UO2.

ACP 해환원 공정 과정에서 99% 이상 속으로 환되었던 우라늄 분말

에 산화피막이 형성되어 smelting 과정에서 일부가 용융되지 못하는 주원인

은, 회분식 공정인 ACP에서 단 공정간 이송 등의 공정운  과정에서 우라

늄이 산소와 하게 되어 산화반응이 발생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공정운  과정에서 반응시스템에의 산소유입을 방지함으로써 우라

늄 산화피막 형성은 원천 으로 방지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속분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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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는 비산화성 잔류염도 우라늄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다. 즉, ACP 

해환원 공정에서 smelting 공정으로 이송되어 온 상물질  최  ～50

wt%까지 찰되는 염은 우라늄 속분말을 둘러싸고 있고 따라서 우라늄과 

산소와의 면 을 일 수 있다.

한편 선행공정인 해환원 공정으로부터 smelting 공정으로 이송되게 되는 

마그네시아 container에는 해환원 시 과량 생성되었던 속 Li이 잔류하고 

있음이 찰되고 있다. 열역학 으로는 속 Li 한 속 우라늄과 비교했

을 때, Fig. 3.2.3.5에 나타낸 바와 같이 1,000 ℃ 이하에서는 산소와의 반응

에 의해 보다 안정한 산화물을 형성하게 되고, 따라서 반응 시스템에 존재하

는 산소를 우선 으로 소모하게 된다. 실험 으로 thermogravimetric 

analysis를 수행한 결과, 속 Li의 산화는 상온에서부터 발생하나 속우라

늄의 산화는 ～240℃에서부터 시작됨을 확인한 바 있다. 0.1 N HCl과 페놀

탈 인 지시약을 사용한 정법으로 본 smelting  공정에 도입되는 잔류염

을 분석한 결과, 일부 샘 에서 20 wt%가 넘는 Li2O가 찰되고 있다. 그런

데 해환원 반응에서 염내 Li2O 농도는 3 wt% 미만이었다. 따라서 잔류염

에 존재하는 Li2O의 일부분은 해환원 반응과정에서 과량으로 생성되었던 

Li 속이 산소와 반응하여 생성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상기하 듯이, smelting 과정을 통하여 잔류염이 휘발되어 속체로부터 

분리되게 된다. 아래에 나타낸 Hertz-Langmuir 식에 의하면 이상기체로 가

정했을 때 증발되는 기체의 양은 그 기체의 증기압에는 비례하고 온도의 제

곱근에 반비례한다[3.2.3.6, 3.2.3.7].  

        
 



 
 



                     (3.2.3.1)

       P : vapor pressure at T (torr)

       M : molecular weight (g/mol)

T : temperature (K)

W : 기체 증발량 (g․cm
-2․sec-1)

Fig. 3.2.3.6과 Fig. 3.2.3.7에 단일 성분과 2성분 test matrix의 휘발거동에 

한 실험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증기압에 비례하여 휘발이 일어나 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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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한 부분의 속  산화물의 휘발은 smelting 공정조건에서 일어나

지 않음을 앞서 확인한 바 있으며 (Fig. 3.2.3.2와 Fig. 3.2.3.3), 이는 실제 단

일 성분 test matrix를 상으로 한 실험결과와도 부합하 다. 따라서 

smelting 공정이 종료된 후 속은 잉곳으로, 산화물은 잉곳 상부에서 dross

로 각각 회수된다. 그런데, 단일 성분 test matrix의 경우 Am의 용 물질인 

Mn과 고방열 핵분열 생성물을 모사하기 한 SrCl2의 휘발이 우라늄이 용융

되는 온도인 1,200 ℃에서 심각하게 일어남이 찰되었다. Smelting 공정 개

념상 잔류염에 속하는 SrCl2는 휘발에 의해 속 잉곳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 바람직하고 반면에 악티늄 원소인 Am의 휘발은 최 한 억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SrCl2와 Mn의 동시 휘발은 방지되어야 하지만, 실험결과는 단일성

분으로 존재할 경우 휘발에 의하여 두 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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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6. Vaporization behaviors of mono-component test matrix.

그런데 동일한 휘발실험 시스템에서 2성분 test matrix를 상으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즉, 950 ℃의 휘발온도에서 Mn과 Y2O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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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은 단일 성분일 때와 마찬가지로 찰되지 않았으나, 단일 성분 휘발실

험에서 1,200 ℃의 온도에서도 휘발이 찰되지 않았던 Li2O와, 부분  휘발

이 찰되었던 SrCl2가 LiCl에 용해된 경우에는 950 ℃의 온도에서도 완 히 

휘발, 제거되었다. 이 결과는 잔류염  LiCl이 과량으로 존재하는 실제 

smelting 조건에서는 고방열 핵종인 Sr과 악티늄 원소인 Am의 분리 휘발이 

950 ℃, 감압조건에서 가능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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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 Vaporization behaviors of bi-component test matrix.

상기 상의 원인으로는 잔류염의 주성분인 LiCl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즉, Li2O의 LiCl에의 용해도는 650 ℃에서 8.7 wt%로 

알려져 있다. 한, SrCl2는 64.3 mol%의 LiCl과 492 ℃에서 공융 을 나타

낸다. 반면에 속 환체  Y2O3와 같은 희토류는 LiCl 용융염에 해 안정

하므로 선행공정인 ER 공정에서도 환원 극부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 내에 

잔류하게 된다. 따라서 LiCl과의 상호작용도 상 으로 약할 것으로 유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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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Y2O3의 650 ℃ LiCl 용융염에의 용해도를 측정하면 0.84 ppm으

로 매우 낮았다. 본 smelting 조건에서 염/염, 염/ 속, 염/산화물 간의 상호

작용을 정성 으로 측정하기 하여 시차주사열량(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분석을 수행하 다. LiCl/SrCl2, LiCl/Mn,, LiCl/Li2O와 

LiCl/Y2O3를 시료로 선정하고 단일 성분일 경우와 이성분인 경우를 비교 분

석하 다.

단일 성분인 경우에는, 오직 LiCl과 SrCl2만이 고화에 따른 발열 피크를 나

타내었으며, 이성분 시료에 해서도 동일한 조건에서 DSC 실험을 수행한 

결과, 염/ 속 상호작용을 표하는 LiCl-8 wt% Mn의 경우에는 LiCl의 고

화에 따른 발열 피크가 단일성분 LiCl에 기인하는 피크와 동일한 온도에서 

찰되었다. 이로써 LiCl 용융염의 물성이 Mn의 존재에 의해서 향 받지 

않았음을 간 으로 유추할 수 있다. 염과 이에 용해되지 않는 희토류 산화

물간 상호작용을 표하는 LiCl-8 wt% Y2O3의 경우도 LiCl 용융염의 물성

이 Y2O3의 존재에 의해서 향 받지 않았다. 그런데 염과 이에 용해되는 

Li2O의 경우에는 LiCl의 고화에 따른 발열 피크가 단일성분일 경우에 비해 

보다 온부에서 찰되었으며, 이는 LiCl 용융염이 Li2O의 존재에 의하여 

보다 안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LiCl과 fission products에 기인하는 염간의 

상호작용을 표하는 LiCl-8 wt% SrCl2의 경우에도 SrCl2과 LiCl의 공융에 

의해 생성된 용융염이 식어서 고화됨에 기인하는 발열피크가 500 ℃ 미만에

서 찰될 뿐만 아니라, LiCl의 고화에 기인하는 발열피크도 단일성분이었을 

경우보다는 온부에서 찰되었다. 이상에서 LiCl에 용해도가 있는 염과 산

화물의 경우에는 단일 LiCl보다 안정한 용융염을 이루며, 이 같은 이성분 

LiCl-Li2O와 LiCl-SrCl2가 950 ℃의 온도에서 동반 휘발하기 때문에, 휘발성 

속인 Mn과 선택 으로 분리됨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해서는 제 7장에 

상세히 기술하 다.

ACP smelting 공정의 특징  하나는 마그네시아 container가 smelter 내

에 사용되어야만 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 즉, 선행공정인 해환원 공정에서 

환원 극부와 결합되어 사용된 마그네시아 container는 smelting 공정에 의

하여 비로소 속 환체  잔류염으로부터 분리되게 된다. Smelting 실험이 

종료된 후 dross로 회수되는 부분을 분석한 결과, 마그네시아에 기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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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성분이 다량 존재함을 찰하 다. Fig. 3.2.3.8에 나타내었듯이 1,500 ℃ 

이하의 smelting 실험조건에서는 마그네시아는 몰드재질로 리 쓰이는 

ZrO2보다도 열역학 으로 안정하며, 실제로 열역학  계산을 수행한 결과 마

그네시아와 염화물  Mn과의 화학  반응은 불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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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8. Gibbs formaion energy of representative mold materials.

다만 마그네시아의 열팽창계수는 기타 몰드 물질에 비해서 크고 따라서 열

충격에는 약하다는 것을 Fig. 3.2.3.9에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dross에서 

찰된 Mg 성분은 마그네시아 container가 smelting 열사이클 과정에서 기계

으로 부서져 나온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단되었으며, 이는 smelting 실

험 종료 후 찰되는 마그네시아 부스러기의 존재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따라서 실증에 용될 smelter에서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container를 몰드

로 활용하는 방안은 배제하 다. 더구나, 천연 우라늄을 사용한 모의 

smelting 실험에서, 용융된 우라늄이 마그네시아의 기공 사이로 침투하여 

smelting이 끝난 후 고화된 우라늄과 다공성 마그네시아를 분리시키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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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container를 조각내야 하는 문제가 찰되었다.

그러므로 실증에 용될 smelter에서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container를 뒤

집고 그 아래에 몰드를 놓아, smelting에 의해서 녹아 흘러내린 속 용융체

가 몰드에서 ingot으로 제조되도록 하는 개념을 채택하기로 결정하 다(Fig. 

3.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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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9.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s of mold materials.

ORIGEN2 code를 이용하여 분석한 ACP 물질수지 계산결과에 따르면 

해 환원된 속 환체 체 질량의 96% 이상이 우라늄이다. 이에 ACP 해

환원공정의 mock-up 실험은 천연 우라늄 분말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U3O8 분말을 우라늄 속분말로 99% 이상 해 환원할 수 있었다. 생산된 

미세 우라늄 속분말은 약 40 wt%를 차지하는 잔류염과 함께 다공성 마그

네시아 용기에 담겨 smelting 공정으로 이송되어, 용융  고화 과정을  거

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ACP smelting 공정 설계를 하여 우라늄 속 분말의 용

융 특성을 조사하 다. 그런데 특수 제작한 진공 유도로를 사용하여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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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우라늄 괴의 용융과는 달리 해 환원된 미세 우라늄 분말의 경우, 

순수 우라늄의 녹는 인 1,132 ℃ 보다 훨씬 높은 1,300 ℃ 온도에서의 용융 

실험 후에도 일부는 분말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이 찰되었다.

  

Fig. 3.2.3.10. Arrangement of inner part of the smelter.

회분식 단 공정간 이송 과정 등에서 우라늄 분말이 공기  산소에 노출

되면 표면은 산화막으로 덮이게 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기화학 으로 

속 환된 미세 우라늄 분말의 표면에도 Fig. 3.2.3.11에서 보듯이 수 nm 두

께의 산화피막이 찰되었다. 

산소와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산화피막의 경우, 200 ℃ 미만의 반응온도

에서는 UO2+x (x = 0.2 ～ 0.4)이나 275 ℃ 이상의 반응온도에서는 일부 

U3O8 상도 생성되며, 수증기와의 반응에 의한 산화피막은 UO2+x (x = 0.0 ～ 

0.1)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00 ℃ 진공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용융실험에서

는 산화피막은 UO2 구조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용융과정에서 고체에서 액

체로 상변화한 산화피막 내부의 우라늄 속이, 녹는 이 2,847 ℃인 UO2 고

체 산화피막에 갇  우라늄 분말의 용해 합체가 해되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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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1. TEM image of the U metal powder covered by oxide layer.

이에 산화피막의 안정성을 조사하 다. UO2의 탄성계수, 포와송비, 

fracture 강도를 표 인 문헌값을 용하여 각각 192.9 GPa, 0.302, 0.15 

GPa이라고 가정하고 thin-walled pressure-vessel mechanics를 용하면, 

0.15% 이상의 부피변화가 있으면 산화피막이 괴될 것이다. 그런데, 우라늄 

속의 도가 상온과 1,300 ℃에서 각각 19.05 g/cm
3와 17.73 g/cm3임을 감

안하면 산화피막은 1,300 ℃의 용융온도에서 기계  안정성을 유지 못하고 

괴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나노크기의 속분말이 matrix에 coherent한 경우 온도 단 로 bulk 

속의 평형녹는 보다 최  20%이상 높은 온도에서 녹는 supermelting 

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1,500 ℃의 용융 실험 후에도 

분말 형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supermelting 상이 지배 이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다. 더구나 U2와 UO의 결합길이가 각각 2.686 Å와 

1.814 Å으로 큰 차이가 있는 을 감안하면 우라늄 속은 UO2 산화피막에 

coherent하지 않을 것이다.

진공 유도로의 경우 자기장에 의하여 발생된 류 통과에 의하여 상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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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된다. 진공 유도로에서의 용해과정을 optical window를 통하여 육안으로 

찰한 결과 용해가 일어나기 에 분말 유동 상이 발생함을 찰하 다. 

미세분말을 유도로에서 녹이는 경우 류경로가 길어져 가열효율이 감소하

여 긴 가열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고온에서 상물이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

될 확률을 불가피하게 높이게 된다. 따라서 미세분말의 용해에는 간 가열방

식이 아니라면 직 유도에 의한 방식은 합하지 않으며, 성공 인 smelting 

공정을 해서는 가열방식  가열 분 기 제어가 주요하게 고려되어야만 

함을 확인하 다.

아크로를 사용하여 기화학 으로 속 환된 우라늄 속분말을 용해한 

다음 고화시켜 제조한 우라늄 속잉곳을 Fig. 3.2.3.12에 나타내었다. 

SEM-EDX로 확인한 결과, UO2와 아울러 해반응기 재질에 기인하는 

Cr-Fe-Ox 구조가 표면 일부에서 찰되었다. 이들 불순물들은 dross로 

smelting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속 잉곳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제조된 

속 잉곳의 도는 15.9 g/cm3이 으며, 이는 압출 과정이 없는 분말 용해

에 기인하는 특성이라고 단된다. 즉, 불순물의 존재에 의한 도감소와 아

울러 내부에 존재하는 pore에 의하여 이론 인 도값보다 낮은 값을 나타

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Fig. 3.2.3.12. Photograph of the smelted U metal ingot.

    

Lab scale smelter의 성능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smelter 취  기  사용후 

핵연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ACPF에서의 smelting 공정은 아래와 같이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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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운 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1 단계 : 염화물계 화합물의 속 환체로부터의 분리

- Am 휘발을 최 한 억제 (～950 ℃)

- 감압조건 (10
-2～10-3 torr) → 확산속도 증가 목

 2 단계 : 속분말의 용융

- 속 분말 녹는  이상 온도 (1,200 ℃～1,500 ℃)

3 단계 : 몰드에서 속 ingot 형태로 응고

- 희토류계 산화물은 dross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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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Lab-scale의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 성능평가

  20 kg HM/batch 규모의 해환원 mock-up 시스템에서 해환원 장치에

서 사용되어진 폐용융염을 salt ingot 제조 장치로 이송하여 직  ingot으로 

고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하 고 salt ingot 제조 실험을 수행하여 salt ingot 

제조장치의 성능을 평가하 다. 

1. 서론

  반응매질로 용융염을 이용하는 공정은 용융  이하의 온도에서는 고화되

는 용융염의 특성으로 인하여 연속 운 이 불가능하며, 이에 일반 으로 회

분식 반응기를 이용하여 단계 으로 운 을 하고 있다. 용융염계 공정은 용

융염의 조해특성으로 인해 불활성 분 기의 운 조건이 요구되며, 불활성 

폐공간에서는 용융염의 이송조작이 매우 어렵다. 한, 이송된 용융염이 반

응기에 고화된 상태로 존재할 경우, 용융염을 재순환시키거나 후속공정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시료채취와 계량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용융염을 일정 형틀에 붓고 냉각하여 고화된 

형태로 제조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고화된 용융염을 형틀로부터 분리

하는 과정과 고온의 용융염 일정량을 형틀에 붓는 조작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들을 보완하기 하여 용융염을 

ingot 형태로 제조하여 용융염 취 성과 아울러 후속 공정과의 연계성을 향

상시키고자 하 다. 

   

2. 실험장치

  본 연구에 수행된 폐용융염 ingot 제조 장치는 다음 Fig.3.3.2.1에 나타낸 

것과 같다. 1차 용기와 2차 용기를 구분하 고 surge tank를 이용하여 감압

에 의한 방법으로 일정량의 폐용융염 ingot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20 kg HM/batch 규모의 해환원 장치에서 나오는 폐용융염을 salt 

ingot 제조장치로 이송하는 폐용융염 이송시스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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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체 Inlet 
2) 용융염 주입구
3) 1차 용기 가열히터
4) 용융염 이송
5) 2차 용기 가열히터
6) 노즐
7) 노즐 가열히터
8) 몰드
9) 몰드 가열히터
10) Surge tank 1차 밸
11) Surge tank
12) Surge tank 2차 밸
13) 기체 Outlet
14) 열
15) 2차 용기
16) 1차 용기  
17) Stopper 

Fig.3.3.2.1. Schematic diagram of a salt ingot equipment.

3.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 성능평가

 가. 폐용융염 이송시스템 성능평가

    폐용융염 이송시스템은 20 kg HM/batch 규모의 해환원 장치에서 나

오는 폐용융염을 salt ingot 제조 장치로 이송하기 한 시스템으로 이송  

 650 ℃의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고온용 밸  그리고 가열  진공 제어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고온용 밸   반응기 상단의 랜지에 설치된 장치 등은 고온에 

한 내열성 측면에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폐

용융염 이송시스템에 인가되는 진공압은 -760 mmHg 고 진공감압으로 인

해 폐용융염의 이송속도는 약 750 g/sec 다. 

 나. 폐용융염 Ingot 제조공정 분석

    폐용융염의 계량, 장  재순환 등의 취 성 향상을 해서는 고용

의 폐용융염을 일정한 크기의 ingot으로 만드는 것이 필수 이다. 폐용융염 

ingot 제조 방안에 한 실험  검증  공정요건을 도출해야 한다. 2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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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batch 규모의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에 한 성능평가에 앞서 폐용융

염 ingot 제조공정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모의 폐용융염을 사용하여 온

도에 따른 증기압 데이터를 구하 고 폐용융염의 녹는 을 측정하기 해 

시차주사열량계법(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을 사용하여 분석

하 다. 이 때, 사용한 모의 폐용융염은 LiCl-Li2O-CsCl/SrCl2이다. 다음 

Fig.3.3.3.1(a)는 LiCl  CsCl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으

며 Fig.3.3.3.1(b)는 LiCl-8 wt% SrCl2 와 LiCl-8 wt% Li2O 혼합용융염에 

한 DSC 분석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Cs은 사용후핵연료를 해환원공정에

서 속 환을 시킨 후 용융염상으로 용해되어 CsCl로 존재하게 된다. 

Fig.3.3.3.1(a)에서 LiCl 용융염과 함께 CsCl의 증기압 데이터를 살펴보면 900 

℃ 이하에서 두 염에 한 증기압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

터 650 ℃에서 조업되는 환경에서는 염휘발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 Fig.3.3.3.1(b)의 DSC 분석결과로부터 LiCl-8 wt% Li2O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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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3.1. Comparison of vapor pressures of salts and DSC analyses of   

           mixed salt systems. (a) Vapor pressure of LiCl and CsCl (b)  

           DSC analyses of LiCl-8 wt% SrCl2 and LiCl-8 wt% Li2O      

           systems.

LiCl-8 wt% SrCl2 계의 녹는 이 약 550 ℃임을 측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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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조업온도에서 두 용융염계를 해환원장치에서 이송하여 salt ingot을 

제조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다. 진공이송  이 용기에 기반한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 개발

    원칙 으로 기계  구동방식에 의한 밸 의 개폐조작을 배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진공이송원리를 용하 고 이 용기를 도입하여 폐용융염 

ingot을 제조하고자 하 다. Fig.3.3.3.1는 진공이송  이 용기에 기반을 둔 

폐용융염 ingot 제조 장치를 나타낸다. Surge tank 내부 압력을 조 함으로

써 1차 용기에서 2차 용기로 일정량의 용융염이 진공 이송되어지며, 이송된 

용융염이 몰드로 배출되는 원리이다. 이를 통해 ingot으로 제조되는 용융염

의 양을 제어하게 된다. 이 때 진공에 따른 이송되어지는 용융염의 양은 다

음과 같은 계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3.3.3.1)

여기서, V1은 2차용기로 이송되는 용융염의 부피이며, V2는 surge tank의 내

부부피를 의미한다. P1(atm)은 1차 용기의 내부압력이며 P2(atm)는 surge 

tank의 내부압력을 나타낸다.

라.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 성능평가

    20 kgHM/batch 규모의 해환원장치에서 발생하는 폐용융염(80 

kg-LiCl/batch)을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로 진공이송방법으로 이송하여 

ingot으로 제조하는 실험  검증과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 다. Fig.3.3.3.2는 

80 kg-LiCl/batch 규모의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에 한 사진이다. 폐용융

염 ingot 제조장치의 1차  2차 용기와 노즐부 가열시스템, 진공압 제어시

스템, 용융염 이송시스템 등 각 단 공정장치에 한 성능 평가에서 성능요

건에 부합되는 양호한 결과를 얻었을 뿐 아니라 원격 운 성에서도 설계요

건에 부합되는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부터 폐용융염을 ingot으

로 제조하는 실험을 통해 다음 Fig.3.3.3.3과 같이 스테인 스강 몰드에 성공

으로 제조할 수 있었다. 그리고 Fig.3.3.3.4처럼 제조된 ingot은 일정한 크

기(φ16cm × 25 cm)의 ingot으로 제조되었을 뿐 아니라 스테인 스강 몰드

에서 아주 양호하게 잘 분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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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3.2. Photograph of 80 kg-LiCl/batch salt ingot equipment.

Fig.3.3.3.3. Photograph of a Ingot in a STS 304 Mold.

Fig.3.3.3.4. Photograph of a side view of an in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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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ACP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공정시스템 설계/제작  Blank Test

제 1  ACP 공정시스템 설계요건

1. 20 kgHM/batch 규모의 기화학  속 환장치

 가. 기화학  속 환장치 개요

    본 장치는 LiCl-Li2O 용융염계에서 해환원에 의해 사용후핵연료의 주 

성분인 U, TRU  NM 원소는 속으로 환시킴과 동시에 Cs과 Sr 등과 

같은 고방열성 핵종의 선택  분리에 의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와 발열량을 

각각 1/4로 이기 한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기술의 핵심 공정이다. 본 

장치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환원 극내의 

사용후핵연료 분말과 Li2O의 해반응에 의해 생성된 리튬 속과의 화학반

응에 의해 속으로 환되고, 이 과정에서 생성된 산소이온은 산화 극에서 

산소 기체로 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성  Li2O

의 recycle rate, 산화 극 재질 선정, 희토류 산화물과 알칼리 속  알칼

리 토 속에 한 반응성 규명 등의 기 실험과 더불어 20 kgU/batch 규모

의 mock-up 기화학  속 환장치 성능평가 결과를 토 로 hot cell에 

설치될 실증용 기화학  속 환장치의 설계  성능요건을 제시하 다. 

특히 본 성능  설계요건서는 핵연료 물질의 취 성, 기화학  속 환

장치의 원격 운 성 등을 포함한 비 mechanical flow sheet에 한 반

인 평가  분석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도출을 통해 실증용 기화학  속 환장치의 요건을 제

시하 다.

 나. 기화학  속 환시스템 Flowsheet

    기화학  속 환장치는 LiCl-3 wt% Li2O 용융염 매질의 장을 

한 내부 반응기, 장치 내부를 아르곤 가스에 의해 불활성 분 기로 유지할 

수 있는 외부 반응기  내, 외부 반응기 사이의 기  연을 한 알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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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기, 공 된 염을 용융시키기 한 가열로 등으로 구성된다.

  외부 반응기 상단 랜지에 의해 장치의 기 을 유지하며, 랜지에는 다

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 사용후핵연료 산화물  컨덕터로 구성된 일체

형 환원 극, 산화 극과 기 극, 열 , 교반기  원료물질 공 , 반

응 종료 후의 용융염 이송 , 아르곤 가스 공 /배출 , 장치 상부의 각종 패

킹 등의 보호를 한 냉각시스템으로의 압축공기 공 /배출  등의 각종 배

으로 구성된다.

  건식 분말화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분말은 일체형 환원 극의 다공성 마그

네시아 membrane과 컨덕터 사이에 공 되며, 조해성이 큰 LiCl  기 

의 수분과 반응하여 LiOH를 생성하는 Li2O는 핫셀 외부의 로 박스를 이

용하여 아르곤 가스에 의한 불활성 분 기에서 계량,  포장하여 핫셀 내

부로 반입하며, 장치 상부의 원료물질 공 에 속하고 아르곤 가스의 가

압  배출 조작에 의해 연결  내부를 불활성 분 기로 유지한 후 밸 를 

개방하여 원료물질을 공 한다.

  상온, 300 ℃  650 ℃에서 아르곤 가스를 이용하여 속 환 장치 내부

를 0.5 kg/㎠․G의 가압  배출 조작을 각각 20 회씩 수행함으로서 장치 

내부를 불활성 분 기로 유지하며, 반응 에는 아르곤 가스를 지속 으로 

공 하여 산화 극에서 발생되는 산소기체를 반응기 외부로 배출시킨다.

  반응 종료 후에는 진공시스템을 이용하여 반응기 내의 용융염을 용융염 

펠렛 제조장치로 이송하고, 속 환 장치가 상온으로 냉각되면 일체형 환원

극 의 마그네시아 membrane  속 환체를 스멜터로 이송한다. Fig. 

4.1.1.1에 속 환시스템의 흐름도를 정리, 요약하 으며, Fig. 4.1.1.2에 속

환 장치의 P & I Diagram을 나타내었다.

 다. 기화학  속 환시스템의 구성  기  설계요건

  (1) 원료물질 반입  공 시스템

      핫셀의 원료물질 반입을 해서는 Padirac 운반용기 혹은 유지보수 셀

과 공정 셀 간의 통로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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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1. Mechanical flow sheet of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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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2. P & I diagram of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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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환장치에서 요구되는 원료물질은 사용후핵연료  LiCl와 Li2O로 사

용후핵연료는 PIEF에서 단, Padirac 운반용기에 의해 IMEF 비핫셀의 

공정 셀로 반입되며, 건식분말화 장치로부터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수령하며, 

LiCl  Li2O 분말은 핫셀 외부의 로 박스에서 계량, LiCl  Li2O의 운

반용기에  포장되어 셀 간 통로를 이용하여 공정 셀에 반입한다.

  운반용기를 설계하기 해서는 취 용량이 결정되어야 하며, ACP 공정에

서는 분말을 취 하기 때문에 원료물질을 운반용기에 포장할 때의 벌크 도

가 주요 인자로서, 취 용량  원료물질의 벌크 도에 의해 운반용기의 직

경  길이 등의 제원이 결정된다. 한편, 원료물질의 공 을 원활히 하기 

해서는 공  시의 콘(cone)의 각도가 원료물질의 repose angle보다 커야 한

다. Table 4.1.1.1에 각 원료물질의 특성이 나타나 있다.

Table 4.1.1.1. Characteristics of feed materials for the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원료물질
사용후핵연료
(U3O8기 )

LiCl Li2O

순도 (%) ～ 100 ～ 99 ～ 99.5

벌크 도 (g/cc)
2.0

(진 도 : 7.31)
1.1

(진 도 : 2.068)
0.8

(진 도: 2.013)

입자형태 분말 분말 granule

취 양 (kg) ～ 20 ～ 90 ～ 3

 (2) 기화학  속 환장치의 조립 요건

    기화학  속 환장치는 LiCl-3 wt% Li2O 용융염 매질의 장을 

한 내부 반응기, 장치 내부를 아르곤 가스에 의해 불활성 분 기로 유지할 

수 있는 외부 반응기  내-외부 반응기 사이의 기  연을 한 알루미

나 용기, 공 된 염을 용융시키기 한 가열로 등으로 구성된다.

  기화학  속 환장치는 외부 반응기 상단 랜지에 의해 장치의 기

을 유지하며, 랜지에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 사용후핵연료 산화

물  컨덕터로 구성된 일체형 환원 극, 산화 극과 기 극, 열 , 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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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원료물질 공 , 반응 종료 후의 용융염 이송 , 아르곤 가스 공 /배

출 , 장치 상부의 각종 패킹 등의 보호를 한 냉각시스템으로의 압축공기 

공 /배출  등의 각종 배 으로 구성된다.

  각종 극은 알루미나 튜 에 의해 상단 랜지와 기  연이 되어야 

하며, 환원 극 컨덕터와 알루미나 튜  사이  랜지 노즐과 알루미나 튜

 사이에는 특수하게 고안된 패킹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 을 유지할 수 있

어야 한다. 한편, 모든 장치의 조립  해체, 유지보수는 핫셀에 설치된 

in-cell crane, 천장이동형 원격조작기, 벽 부착형 마스터/슬 이  조작기  

한 보조도구에 의해 원격조작으로 수행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각종 배 은 시블 호스  퀵 커넥터를 이용하여 체결한다.

  (3) 기화학  속 환장치의 운 요건

      장치의 조립이 완료되면 건식분말화 장치로부터의 사용후핵연료 분말

의 다공성 마그네시아 membrane으로 공 , 핫셀 외부에서 계량,  포장

된 LiCl의 공  등 원료물질을 속 환장치로 공 하고 아르곤 가스에 의한 

가압  배출 조작에 의해 장치 내부를 불활성 분 기로 조성한다. 가열로에 

원을 공 하여 운 온도인 650 ℃로 가열을 하며, 이때 300 ℃  650 ℃

에서 아르곤 가스에 의한 가압  배출 조작에 의해 장치 내부를 다시 불활

성 분 기로 조성한다.

  반응기 내부의 용융염 온도가 650 ℃에 도달하면 LiCl과 마찬가지로 핫셀 

외부의 로 박스에서 계량,  포장된 Li2O 운반용기를 장치 상부의 

Li2O 공 에 속하고 아르곤 가스의 가압  배출 조작에 의해 연결  

내부를 불활성 분 기로 유지한 후 밸 를 개방하여 Li2O를 공 한다. 이때 

Li2O의 용해 속도를 향상시키기 해 공압에 의해 구동되는 교반기를 작동

시킨다. 용융염의 시료를 채취하여 Li2O의 용해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교

반을 지하고 potentiostat를 이용하여 일정 류를 공 하여 속 환 반응

을 개시한다. 백  재질의 기 극에 한 환원 극  산화 극 변화  

용융염 내의 Li2O 농도 변화 등으로부터 반응의 진행 정도를 단하고 류 

공 을 단한다.



- 174 -

  (4) 용융염 이송시스템

      속 환 반응이 종료되면 아르곤 가스에 의한 가압(0.5 kg/㎠․G)  

배출 조작을 다시 20 회 수행하여 산화 극으로부터 배출된 장치 내부의 산

소 기체를 제거하고 진공시스템을 이용하여 내부 반응기의 용융염을 용융염 

펠렛 제조장치로 이송한다. 용융염 이송시스템은 용융염 이송 시에 이송  

내부에서 용융염의 냉각에 의한 배  막힘 상을 방지하기 해 모든 배

에서의 온도를 650 ℃로 유지하고 속 환장치  용융염 펠렛 제조장치 

내부에는 매몰식 히터를 삽입하여 온도제어가 용이하도록 한다. 진공시스템

은 용융염 펠렛 제조장치 상부의 용융염 장탱크, buffer 탱크  고온용 

밸 까지 진공을 유지한 후 밸 를 개방하여 용융염을 이송한다. 용융염을 

이송한 후에는 일체형 환원 극 의 컨덕터를 상승시켜 속 환체로부터 

분리하고 가열로의 원 공 을 단한다. 이때 속 환 장치가 상온으로 

냉각될 때까지 아르곤 가스는 계속 공 한다.

  (5) 기화학  속 환장치 해체요건

      속 환 장치가 상온으로 냉각되면 일체형 환원 극시스템을 장치로

부터 분리, 해체하여 마그네시아 membrane  속 환체는 스멜터로 이송

하며, 일부는 화학분석을 해 시료를 채취한다. 외부 반응기에 체결되는 상

단 랜지를 해체하여 상승시킴으로서 산화 극, 기 극, 열 , 교반기 

등의 건 성을 확인하고 유지보수를 수행한 후 다음 캠페인을 비한다.

 라. 단  장치의 설계  성능요건

  (1) 원료물질 운반용기

   (가) LiCl 운반용기

        LiCl은 핫셀 외부의 로 박스에서 LiCl 운반용기에 계량, 되어 

핫셀에 반입되며, 핫셀 내부의 크 인에 의해 180° 회 , 지하여 속 환

장치 상부의 LiCl 공 에 속하고 아르곤 가스의 가압  배출에 의해 연

결  내부를 불활성 분 기로 유지한 후 속 환장치  운반용기의 밸

(2", flanged type full bore ball valve, 10 kg/cm2)를 개방하여 속 환장치

에 LiCl을 공 한다. LiCl의 소요량은 일체형 환원 극장치  마그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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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내의 사용후핵연료(실제 계산은 U3O8 분말 용) 충  높이로부터 결정

되며, 이로부터 내부 반응기 바닥에서 약 38 cm 높이에서 용융염 계면을 형

성할 수 있는 양(약 90 kg)이 공 되어야 한다. 핫셀 인출입 통로(280(W) × 

310(H) × 700 mm(D)) 공간을 고려하여 LiCl 운반용기의 규격은 8" 이

(STS-304, Sch. No. 10)  2" 이 (STS-304, Sch. No. 10)로 제작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용기 1 batch당 13 kg의 LiCl을 취 할 수 있으며 체 소

요량인 90 kg을 반응기내로 주입하기 해 7 개의 운반용기가 필요하다. 

LiCl 분말이 반응기내로 효과 으로 주입될 수 있도록 cone의 각도는 60°가 

유지되도록 하 다.

 

   (나) Li2O 운반용기

        Li2O는 핫셀 외부의 로 박스에서 Li2O 운반용기에 계량, 되

어 핫셀에 반입되며, 핫셀 내부의 크 인에 의해 180° 회 , 지하여 속

환장치 상부의 Li2O 공 에 속하고 아르곤 가스의 가압  배출에 의해 

연결  내부를 불활성 분 기로 유지한 후 속 환장치  운반용기의 밸

를 개방하여 속 환장치에 Li2O를 공 한다. Li2O 운반용기 역시 핫셀 

인출입 통로 공간을 고려하여 제작되며 최  Li2O 취 용량은 U3O8 비 화

학양론  Li 소모량을 기 으로 4.5 kg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운반용기의 규

격은 LiCl 용기와 마찬가지로 8" 이 (STS-304, Sch. No. 10)  2" 이

(STS-304, Sch. No. 10)으로 제작한다. Cone의 각도와 밸 는 속 환반

응기에서 LiCl 운반용기의 주입구와 호환이 되도록 동일하게 제작하 다.

   (다) 사용후핵연료 분말 운반용기

        건식분말화 장치로부터 공 받는 사용후핵연료 분말은 핫셀 내부의 

크 인에 의해 180° 회 , 지하여 속 환장치 상부의 사용후핵연료 공

에 속하고 속 환장치  운반용기의 밸 (1¼" flanged type full bore 

ball valve, 10 kg/cm2)를 개방하여 일체형환원 극의 마그네시아 필터 내부

로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공 한다. 이때 분말의 원활한 공 을 해 반응기 

하단부 앙에 울트라조인트  분말 운반용기의 지지를 해 속 을 설

치한다. 총 취 용량은 20 kg U3O8 분말을 기 으로 하며 STS-304 재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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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Sch. No. 10), 1¼" 이 (Sch. No. 10) 규격으로 제작되었다.  

  (2) 운반용기 원격 속시스템

      앞서 기술한 운반용기에 , 포장된 원료물질을 속 환장치에 공

하기 해서는 운반용기를 핫셀에 반입한 후 Fig. 4.1.1.3에서 보는 바와 

같은 운반용기 속시스템의  부분을 운반용기에 결합하고 크 인 혹은 

원격조작기에 의해 속 환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속시스템에 의해 체결

된다. 운반용기 측에 결합되는 속부에는 180° 방향으로 끝 부분이 원뿔 형

태인 2 개의 가이드 핀(ø10 mm)이 설치되어 있으며, 속 환장치 측의 

속부에는 가이드 핀의 속 부분이 돌출되어 있어 핫셀 외부의 조작자가 

치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LiCl  Li2O 운반용기 원격 속시

스템의 랜지는 2" 이 로 제작하며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 원격 속시

스템의 랜지는 1¼" 이 를 사용하여 운반용기와의 속이 가능하도록 한

다. 한편, 운반용기의 속 후에는 아르곤 가스에 의한 가압  배출에 의해 

연결  내부를 불활성 분 기로 유지한 후 밸  조작에 의해 원료물질을 

속 환장치에 공 한다. 이때 아르곤 가스의 공   배출 은 flexible 

hose  퀵 커넥터를 이용한다.

 

Ar inlet Ar outletAr inlet Ar outlet

Fig. 4.1.1.3. Connecting system between an electrolysis cell and a feed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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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반장치

      교반장치는 LiCl 용융염에 한 Li2O의 효율 인 용해를 해 설치되

며, 공압에 의해 구동되는 모터를 사용한다. 속 환장치 조립  해체 시

에 교반장치에 연결되는 압축공기 공 은 flexible hose  퀵 커넥터를 이

용하며, 비정상 시 모터의 유지보수를 해 coupling이 용이하게 탈부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Fig. 4.1.1.4). 교반장치의 운  교반속도는 60 

～ 100 rpm, 교반 축은 ø20 mm (STS-304)을 이용한다. 교반기의 임펠러

는 2-pitched blade type (경사각 45°)으로 제작하 다. 교반기 노즐 치는 

속 환장치 심으로부터 200 mm 떨어진 곳에 치하며 블 이드길이는 

30 mm, Blade 치는 내부 반응기 바닥으로부터 2 cm 떨어진 곳에 설치하

다.

Cathode flange
(175)

Anode ring center
(162.5)

80

20

15

200

260

Stirrer

20

Cathode flange
(175)

Anode ring center
(162.5)

80

20

15

200

260

Cathode flange
(175)

Anode ring center
(162.5)

8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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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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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Fig. 4.1.1.4. Stirring system of an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

  (4) 냉각시스템  내부 방열

      고온의 운 조건(650 ℃)으로 인한 외부 반응기 랜지의 온도 상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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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랜지에 부착된 각종 nozzle에서의 폐를 한 Viton O-ring  

Teflon 재질의 packing을 보호하기 해 랜지 하부에 냉각자켓  방열

을 설치한다. 속 환장치 조립  해체 시에 냉각자켓에 연결되는 압축공

기 공   배출 은 flexible hose  quick connector를 이용한다. 냉각시

스템은 랜지 표면온도를 160 ℃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

켜야 한다. 냉각자켓은 STS-304 재질로써 규격은 O.D. 560 × I.D. 310 × 

50(H) × 5t mm, 공 /배출 은 1/4˝ 이 (STS-304, Sch. No. 10)로 제

작하 다. 반응기 내부에 방열 을 설치하여 랜지의 온도상승을 막았으며 

방열 (STS-304, O.D. 560 × 3t mm)은 냉각자켓 하부에 20 mm 간격으로 2 

조로 설치되었다.

  (5) 아르곤 가스 공   배출시스템

      공기 의 수분으로 인한 LiCl의 조해성  Li2O의 LiOH 생성을 방지

하고 속 환 반응 에 산화 극에서 발생되는 산소를 반응기 외부로 배

출하기 해 아르곤 가스를 공 한다. 운  기에 반응기 내부를 아르곤 가

스 (> 99.99%)에 의한 불활성 분 기를 조성하기 해 LiCl을 공 하고 가

열할 때 상온, 300 ℃, 650 ℃에서 아르곤 가스에 의해 반응기 내부압력을 

0.5 kg/㎠․G로 가압하고 배출하는 조작을 20 회씩 수행한다. 아르곤 가스 

공 (3/8" 이 , Sch. No. 10)은 속 환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산소 기

체를 반응기 외부로 용이하게 배출하기 해서 장치 내부로 깊게 배 한다. 

아르곤 가스 배출 (1" 이 , STS-304, Sch. No. 10)에는 압력발신기  

압력계를 설치하여 제어반  장에서 반응기 내압을 측정하며, 반응기 내

압이 상승하는 경우를 비하여 bypass  설치  배출  purge 시스템을 

설치한다. 한편 아르곤 가스 배출 에는 증발되는 LiCl을 포집할 수 있는 콜

드트랩을 설치하며, 속 환장치 조립  해체 시에 반응기 상단 랜지에 

연결되는 아르곤 가스 공   배출 은 flexible hose  quick connector

를 이용한다.

  (6) 증발 LiCl 포집시스템

      아르곤 가스와 함께 배출되는 증발 LiCl의 핫셀 내부 확산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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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막힘 상을 방지하기 해 아르곤 가스 배출 에 cold trap을 설치한다. 

  (7) LiCl 용융염 이송시스템  이송  가열시스템

      속 환 반응이 종료된 후 사용한 용융염을 염 펠렛 제조장치로 이송

하기 한 시스템으로 LiCl 용융염 이송 (3/8" 이 , STS-304, Sch. No. 

40)  고온밸 를 650 ℃ 이상 가열하기 한 가열시스템  진공시스템으

로 구성된다. 속 환장치 조립  해체 시에 이송 , 가열장치  가열장

치로의 원 공  선, 열  등의 원격 분해, 조립이 가능하여야 한다. 

LiCl 용융염 이송시스템은 100 kg LiCl 기 으로 설계되었다. 반응기 이송

은 내부 반응기 바닥으로부터 1 cm 격리시키다. 속 환장치 내부에 내부 

반응기 상부로부터 10 cm 아래 부분까지 2" 이 (STS-304, Sch. No. 10)

를 설치하여 그 내부에 매몰식 히터를 설치하여 용융염 이송 시에 반응기 

상부의 과도한 온도 상승을 방지한다. 이때 매몰식 히터는 유지보수가 가능

하도록 반개폐형을 사용한다.

  (8) 기화학  속 환장치 온도 측정시스템

      속 환 반응 온도는 LiCl의 용융 (614 ℃) 이상, 우라늄 속과 철의 

공융 (721 ℃) 이하의 온도이어야 한다. 온도제어 시스템은 용융염 내부에 

삽입된 열 의 온도 지시값이 650 ℃가 되도록 각각 독립 으로 제어되는 

3단 가열로의 온도를 제어한다. 용융염에 삽입되는 열 (K-type, 

STS-316, ø8 mm)는 수평, 수직 방향으로 용융염의 간 치에 설치한다. 

한편, 용융염 이송 의 가열을 해 속 환장치 내부로 삽입된 매몰식 히

터 끝단 치에 다른 하나의 열 를 설치하여 용융염 이송 시에 모든 배

의 온도를 650 ℃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열 의 기

연을 해 알루미나 튜 를 사용하며, 속 환장치 조립  해체 시에 열

의 센서 선의 연결은 quick connector를 이용한다. 용융염 삽입 열

의 치는 내부 반응기 바닥으로부터 약 18 cm에 치하며 반응기 상부 열

는 속 환장치 내부로 삽입된 매몰식 히터 끝단에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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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산화 극 시스템

      산화 극 시스템은 속 환 반응에서 발생되는 산소 이온으로부터 산

소 기체가 생성되어 아르곤 가스에 의해 반응기 외부로 배출하기 한 시스

템이다. 산화 극은 극 표면에서 반응성이 없고 표면 이 크며, 열역학

으로 안정하고 기 도도가 커야 한다. 한 산화 극에 의한 과 압을 

이기 해 일체형 모듈로 설치되어야 한다. 본 기화학  속 환 시스템

의 산화 극은 6개의 백 (ø30 × 400(L) mm)을 이용하 으며 산화 극 컨

덕터는 ø20 mm STS-304 을 이용하 다. 산화 극의 외부에는 기  

연을 한 알루미나 튜 (O.D. 27 × 600L × 3t mm)로 워졌으며 반응기 

내 설치 치는 극 최하부가 내부 반응기 바닥으로부터 6.5 cm에 치하

도록 하 다. 산화 극은 환원 극과의 심간 거리가 162.5 mm 지 에 

치하며 각각 60° 각도를 유지한다.

  (10) 일체형 환원 극시스템

      일체형 환원 극시스템은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 컨덕터, 산화물 사

용후핵연료  필터 하우징과의 연결 지지 으로 구성된다. 극 컨덕터는 

기  연을 해 알루미나 튜 를 사용하며 알루미나 튜  내, 외부로 기

이 유지되어야 한다. 일체형 환원 극시스템은 속 환 속도 측면에서 

극 컨덕터 면 의 크기와 산화물 사용후핵연료 층 두께에 향을 받으나, 핫

셀의 수평(Rear door, 900(W) × 1,000(H) mm), 수직(크 인 후크까지의 높

이, 2,900 mm)  공간 제약에 의해 최  설계요건을 도출해야 한다.

   (가) 다공성 MgO membrane

        - 취 용량: 20 kg-U3O8

        - bulk density: ≃ 2.0 g/cc (U3O8의 경우)

        - 요구되는 용기 부피: 7.5 l

        - 재질: 마그네시아

        - 규격: O.D. 200 × 450(L) × 10t mm

        - 평균 기공 크기  기공율: 3 μm, 60%

        - 설치 치: 내부 반응기 바닥으로부터 2 cm



- 181 -

   (나) 극 컨덕터

        - 재질: S.S. 304

        - 규격: 1½" pipe, Sch.No. 20(O.D. 48.6 × 400(L) × 3t mm),

                ø20 mm 연장

        - 극면 : 584 cm2(용융염 층 30 cm 잠김)

        - 산화물 사용후핵연료 층 두께: 6.57 cm

        - 기  연을 한 알루미나 튜 : (O.D. 27 × 600(L) ×

                                             3t mm)

        - 설치 치: 마그네시아 필터 바닥으로부터 2 cm

   (다) 필터 하우징  연결 지지

        필터 하우징은 마그네시아 필터를 일체형환원 극에 체결하기 한 

것으로 용융염  산소 이온의 이동과 마그네시아 필터의 조립  해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연결지지  상부 앙에는 환원 극 컨덕터가 설치되며, 

면에는 사용후핵연료 분말 공 이 설치된다. 운  종료 시에 속으로 

환된 사용후핵연료 층과 컨덕터의 분리를 해 컨덕터를 상승시킬 수 있

어야 하며, 상승 후에는 기 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우징 면에 홈을 

가공하여 용융염과 우라늄 산화물과의 을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

편,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충진 시에 비산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유출

을 방지하기 해 마그네시아 필터와 연결지지  사이에는 고온에 견디는 

재질의 packing을 설치하여야 한다.

        - 필터 하우징: O.D. 225 × 610(L) × 5
t mm, STS-304, 반개폐형

        - 연결지지 과의 체결: 랜지

        - 연결지지 : 6" 이 (STS-304, Sch. No. 10) × 600(L)

  

  (11) 반응기(내, 외부 반응기)

      기  연을 해 내, 외부 반응기 사이에는 알루미나 연용기가 

설치된다. 내부 반응기에는 LiCl-Li2O 용융염이 채워지며, 유사시에 외부 반

응기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인양 고리가 설치되어야 한다. 외부 반응기는 상

단 랜지에 체결되어 기 이 유지되어야 하며, 산화 극, 기 극,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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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유지보수를 해 상단 랜지에 가이드  고정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부반응기, 외부반응기  알루미나 연체는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제작되

어야 한다.

     - 내부반응기 : O.D. 520 × 850(L) × 10t mm (Inconel 600)

     - 외부반응기 : O.D. 600 × 1,000(L)  10t mm (STS-304)

     - 알루미나 연체 :  530 Dia. × 10t mm 

                            링 540 ID × 90 High × 10t mm 

  (12) 가열로

      가열로는 속 환장치 내부 용융염 온도를 650 ℃로 제어하기 해  

3단의 가열로를 설치하여 독립 으로 온도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반개폐

형으로 설치한다. 핫셀 내부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해 연재 층을 충분

히 확보하여야 한다. 가열로의 온도제어 범 는 ～1,200 ℃, 온도제어 방식은 

PID 제어를 따른다. 가열로 외부의 과도한 온도상승을 피하기 해 외부 

casing (STS-304)을 제작하여 표면온도를 50 ℃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13) 시료 채취

      속 환 반응 진행 정도는 기 극에 한 환원 극  산화 극의 

압 변화와 내부 반응기에서의 LiCl에 한 Li2O의 농도 변화에 의해 측

할 수 있다. 시료채취 시스템은 반응기 내의 복합 용융염의 시료를 채취하기 

한 것으로 채취된 시료는 페놀 탈 인 지시약과 0.1 N HCl 용액으로 

정하여 농도를 분석한다. 시료 채취를 한 포트는 1/2″ 이 (STS-304, 

Sch. No. 10)로 제작되며 1/2″밸 (screw type full bore ball valve)를 이용

하여 최  5 g의 용융염을 채취한다.

2. 20 kgHM/batch 규모의 Smelter

  Smelter 설계를 한 두 가지 핵심 인 고려사항으로는 첫째로 기  사용

후핵연료를 속 ingot으로 smelting 시킬 수 있는 성능확보, 둘째로 한국원

자력연구원의 ACPF hot cell 시설에서의 핫셀 실증 (원격공정운   원격



- 183 -

유지/보수)에의 합성이다.

  기화학  속 환 공정에서 이송되는 속 환체는 φ 170 × 420H 

(mm 단 )의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에 담겨있다. 따라서 smelter의 가열 

zone 크기는 최소한 φ 170 × 420H (mm 단 ) 이상이고, 샘 을 용융시키기 

해서는 일반 으로는 1,300 ℃, 최 로는 1,400 ℃까지 가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잔류염은 휘발시키는 한편 속성분의 휘발을 억제하기 해

서, 공정 운   가열 분 기를 진공 는 불활성 기체 분 기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Smelting 공정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ACPF hot cell에서 수행하기 해서

는 두 가지 제약 조건을 지켜야 한다. 첫째는 냉각수를 사용할 수 없는 이

고, 두 번째는 장치 크기가 hot cell 공간제약성에 지배된다는 이다. 그리고 

장치의 원격 운   유지/보수를 해서 일부 기능을 생략하더라도 장치의 

복잡화는 최 한 지양하여야 한다.

  ACPF hot cell의 공정 셀의 크기는 8.1 m(L) × 2.0 m(W) × 4.3 m(H)이

다. 그리고 hot cell 내에는 공정장치를 운 하기 해서 1) 벽 부착형 마스

터/슬 이  조작기(Master/Slave Manipulator: MSM), 2) 크 인(Overhead 

Crane), 3) 천정이동형 텔 스코픽 조작기(Telescopic Servo Manipulator: 

TSM)이 설치되고, smelter를 포함한 부분의 공정장치는 높이가 900 mm

인 working table 에 놓이게 된다. Smelter 제원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높

이와 폭을 기 으로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SM, TSM, 그리고 crane은 working table 상부에서 각각 1200, 1600, 

2550 mm 이내 높이의 작업 역을 가진다. 따라서 smelter의 유지, 보수는 

최 한 2550 mm 이내 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MSM을 사용하는 

정교한 작업은 1200 mm 이내 높이에서 이루어지게끔 장치가 설계/제작 되

어야 한다. 외부에서 조립된 smelter는 rear door를 통해서 hot cell 속으로 

이송된다. 그런데 rear door를 통과하기 해서는 높이가 1000 mm 이내이어

야 하므로, 이 제약조건에 따라서 smelter를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Hot cell 공정 셀 폭은 2 m이지만 MSM의 slave가 셀 내로 490 mm 돌출

되어 있고 장치와 벽 사이에 일정 간격을 두어야 하므로 장치 폭에도 제약

이 따르게 된다. 더구나 rear door를 통과하여 hot cell 내에 장치가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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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 10 kgHM/batch 

Heater type
Resistive heater (for the melting of powder 

and cooling of the heater)

Heating zone
> φ170mm × 420mmH (considering MgO 

crucible transferred from ER)

Operation temperature > 1,400 ℃ for 5 hrs

Outer wall  

temperature
< 50 ℃

Operation atmosphere Ar or vacuum (> 10-2 torr)

Cooling No use of liquid

Salt treatment Condensing at the cold trap > 99%

Remote operation
Accessed and operated by Master/Slave 
Manipulator, Telescopic Servo Manipulator, 
and Overhead Crane

기 해서는 그 폭이 850 mm 이내이어야 한다.

Table 4.1.2.1. Design constraints of smelter for the hot cell demonstration

그리고 본 smelting 공정에서는 공냉에 의해서 smelter의 표면 온도를 50 ℃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상기 제시한 제약 조건을 지키는 한에서 최 한 

단열층을 두껍게 하여야 한다. 단 아주 주의할 은 액체를 사용한 냉각은 

 허용되지 않으며, hot cell 안 을 하여 O2 등 부분의 기체도 사용

할 수 없다는 이다. Table 4.1.2.1에 실증용 smelter의 설계요건을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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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type의 유도로와 항 가열로를 상으로 공정 용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공냉의 간  항식 가열로에 기반한 smelter 개념을 도출하

으며, 그 개략도를 Fig. 4.1.2.1과 Fig. 4.1.2.2에 나타내었다. 

  가열장치에는 비교  쉽게 고온을 얻을 수 있는 고 류/ 압의 교류를 

사용하는 간  항가열방식을 채택하고, 외부 반응기 재질로는 고순도 

graphite를 용하기로 하 다.

Fig. 4.1.2.1. Sketch of smelter (side view).

  극을 통한 기에 지가 graphite 발열체를 가열시키고 이 열이 속 분

말을 용해시키게 된다. 극  반응장치 외부는 순도 알곤 가스를 강제 

순환시킴으로써 고온에 의한 장치와 극의 변형을 방지하도록 하 다. 기

화학  속 환 공정에서 이송되어 온 속 환체를 가열하게 되면 여러가

지 용융염  일부 속성분의 휘발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포집할 수 있

도록 용해로 배출구에 condensate trap을 설치하게 된다. 한편, 원격조작에 

의한 핫셀 조업에 비하여 시료의 장입, 회수를 제외한 작업이 최소화 되도

록 장치를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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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용융염 이송시스템  폐용융염 Ingot 제조시스템

 가. 서론

    ACP 공정은 1) 산화물 형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dry decladding과 

air voloxidation, 2) LiCl-Li2O 용융염상에서의 산화물 분말 형태 사용후핵연

료의 속분말 형태로의 해환원, 3) Smelting에 의한 속분말의 속 

ingot으로의 제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CP 공정의 주공정인 해환원 

공정에서는 다량의 용융염이 사용되며, 공정의 경제성을 높이기 해서는 용

융염의 재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Fig. 4.1.2.2. Sketch of smelter (top view).

  최종 으로 고방열 핵종이 농축된 용융염은 약 550 ℃에서 일정량의 

zeolite, glass frit 등과 혼합된 다음, 불활성 분 기에서 냉각되어 bead 형태

로 인출, 성형되며, 장용기에 담겨 padirac cask에 담겨 장장소로 옮겨지

게 된다. 그런데 이런 후처리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해환원공정에서 이송

된 650 ℃ 고온 용융염을 후처리에 합한 크기와 형태로 고화시키는 과정

이 필요하다. 폐용융염 이송시스템  폐용융염 Ingot 제조시스템은 폐용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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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을 후처리에 합한 잉곳 형태로 고화시키는 공정장치에 한 것이다.

  폐용융염 잉곳 제조장치는 고  방사성 물질을 고온 조건에서 취 하기 

때문에 α-γ type의 hot cell 차폐 시설에서 장치의 운   유지/보수가 효

율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한 ACP 공정이 batch type

의 단 공정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후공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장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고  방사성 물질이 공정장치의 운 과 

공정안 에 미치는 향도 미리 악하여 장치설계에 반 하여야만 한다.

  폐용융염 이송시스템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에 한 설계요건으로 지

까지의 기 연구 결과와 련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폐용융염 잉곳 제조의 

공정개념과 장치운  기 을 제시한 다음, ACP 공정의 hot cell 실증이 이루

어질 IMEF 비 hot cell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폐용융염 이송시스템과 

surge tank를 이용한 진공정량 이송  몰드에서의 속냉각에 바탕을 둔 

폐용융염 잉곳 제조장치의 설계요건을 기술하 다. 

 나. 기 공정 흐름  취  사용후핵연료

    산화물 형태 사용후핵연료의 성분은 화학  거동을 기 으로 하여 다음

과 같이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1) 우라늄과 TRU, 2) 알칼리, 

알칼리 토 속, Eu, Se, Te, 3) 희토류 (RE), 4) 귀 속 (NM). 이 산화물 형

태 사용후핵연료를 속 형태로 환시키면서 발열량과 부피를 감소시키기 

한 ACP 공정은 1) 산화물 형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dry decladding과 

air voloxidation, 2) LiCl-Li2O 용융염상에서의 산화물 분말 형태 사용후핵연

료의 속분말 형태로의 해환원, 3) Smelting에 의한 속분말의 속 

ingot으로의 제조 등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으며, 용융염 취 을 해서 폐용

융염 잉곳제조 공정이 부가된다. mock-up test 과정에서의 공정 흐름도를 

Fig.4.1.3.1에 나타내었다. 

  ACP 공정의 단 공정으로서의 폐용융염 잉곳제조 공정에 한 이해를 돕

기 하여, ACP의 hot cell 실증에 해서 취  기  사용후핵연료와 연  

지어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사후시험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pool에 장된 사용후핵연료는 해체  단 장치에 의하여 25 cm 

길이로 만들어진 다음, padirac cask에 의하여 조사재시험시설의 비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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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로 운반되어 진다.

  운반된 사용후핵연료를 먼  slitting하여 zircaloy tube로부터 사용후핵연

료 pellet을 분리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후핵연료의 주성분은 UO2이며(무게 

기  94.4% 이상), 나머지는 부분 원자로에서 생성된 핵분열생성물의 산화

물이다. 분리된 UO2는 voloxidation을 거쳐 U3O8 분말이 되며, 나머지 핵분

열생성물들도 주로 산화물 형태 분말로 제조된다. 이 과정에서 휘발성 핵분

열 생성물의(H2, Kr, Xe, I)의 상당량이 방출되어 off-gas 처리장치에서 포집

된다.

Fig.4.1.3.1. Process flow during mock-up test of the ACP.

  U3O8 분말과 그외 산화물 형태 핵분열생성물은 voloxidation을 거친 후 

해환원 공정으로 이송되어 650 ℃의 LiCl-Li2O 용융염상에서 반응이 이루어

지게 된다. 공정과정  해환원 공정장치의 환원 극과 결합된 다공성 마

그네시아 용기 내에 치한 사용후핵연료는 기 에 지의 공 과 고온 용

융염과의 반응에 의하여 U3O8 분말, TRU 원소, 귀 속 원소, 이 속 원소 

등은 속으로 환되며, 알칼리/알칼리토 속 원소 등은 염화물로 환되어 

용융염에 용해되게 된다. 희토류 원소의 경우에는 LiCl-Li2O 용융염에의 낮

은 용해도를 고려하여 미루어 단해 볼 때, 해공정이 완료된 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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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 형태로 속 환체 내에 잔류하게 될 것으로 측된다.

  ACP 공정의 hot cell 실증  폐용융염 잉곳제조 공정에서 취 해야 할 

기  사용후핵연료의 mass와 radioactivity를 ORIGEN code를 사용하여 계

산한 결과를 Fig.4.1.3.2에 나타내었다. 계산은 공정 실증 과정에서 시설의 보

수  안정성을 확보하기 하여 공정 수율의 최 치와 최소치를 기 으로 

각 단  공정에서의 원소별 물질량이 최 가 되는 조건을 기 으로 수행하

는데, 속 환공정의 기 공정이 해환원 공정이 아니라 Li reduction 공

정이라는 을 유념해야 한다. 해환원 공정의 경우 사용후핵연료가 반응과

정 반에 걸쳐 환원 극부의 다공성 용기 내에 갇  있으므로 용융염에서

의 우라늄 양은 Li reduction의 경우보다 훨씬 을 것으로 사료된다. FPs의 

경우, 해환원과 Li reduction에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폐용융염 고화장치에서 취 해야 할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부분

은 Sr, Cs, Ba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Fig.4.1.3.2. Composition of the spent fuel for the smelting during the ACP 

hot cell demonstration calculated by ORIGE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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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정운  조건

    폐용융염은 ACP의 mock up test에서 확립된 차 로 해환원 공정

으로부터 감압 이송되게 된다(Fig.4.1.3.3). 그리고 이 과정에 의해서 속

환체는 용융염과 분리되고, 해장치의 분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기 mock 

up test 과정에서는 폐용융염 처리를 해서 펠렛제조 장치를 사용하 으나, 

이후 장치개선을 통하여 잉곳제조 장치를 폐용융염 처리에 도입하게 되었다.

Fig.4.1.3.3. Transfer of an used molten salt from the metallizer to the salt  

           ingot equipment.

  그런데 폐용융염 잉곳제조 공정의 운 조건을 설정하기 해서는 해환

원공정으로부터 이송되는 용융염의 물성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폐용융염 잉

곳제조 공정에 도입된 기  용융염 주요 구성성분의 물성을 Fig.4.1.3.4에 나

타내었다. 기  용융염의 부분을 차지하는 LiCl, Li 환원제의 구체로 사

용된 Li2O, 용융염 구성성분  높은 증기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는 CsCl 등의 물성이 제시되어 있다. 용융염의 물리  물성은 주성분인 LiCl

에 의해서 좌우되므로 용융염 이송  처리는 650 ℃ 이상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송 을 가열하는 line heater는 최소한 650 ℃ 이

상으로 가열할 수 있어야 한다. 650 ℃에서의 LiCl의 도는 ～1.5 g/cm3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송 과 폐용융염 잉곳제조 장치의 기 만 유지된다면, 폐

용융염의 감압이송이 공정 시나리오 로 수행됨을 mock up test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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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바 있다.

  폐용융염 고화 공정 과정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공정운  조건 설정

이 이루어질 수 있다. Mock up test와 공정분석을 통해서 수립된 폐용융염 

고화 차를 Fig.4.1.3.5에 나타내었다. 해환원 공정으로부터 이송되어 온 

염은 폐용융염 잉곳 장치에서 재 용융된다. Fig.4.1.3.4에서 보듯이 용융염의 

휘발은 온도 증가에 따라 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고방열 

핵종이 포함된 폐용융염이 hot cell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는 

폐용융염 잉곳제조 공정을 염을 용융시키는 최소한의 온도, 즉 650 ℃를 

과하지 않는 온도 범 에서 운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노즐을 통하여 

상온의 stainless steel 재질의 몰드로 배출된 용융염은 격히 고화되게 된

다. Hot cell 오염을 방지하기 해서, 이 과정도 폐용융염 잉곳 장치 내부의 

폐된 분 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고화된 염이 상온으로 냉각되어 휘발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제조된 염 잉곳을 폐용융염 잉곳 장치로부터 

Neutron counter와 storage vault로 이송할 수 있게 된다.

Fig.4.1.3.4. Physical properties of the used molten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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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설계요건

    폐용융염 잉곳제조장치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두 가지 핵심 인 

사항은 첫째로 해환원 장치로부터 이송되어 온 용융염을 일정 크기의 

ingot으로 고화시킬 수 있는 성능확보, 둘째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IMEF 

hot cell 시설에서 수행될 핫셀 실증(원격공정운   원격유지/보수)에의 

합성이다. 먼  성능확보 측면에 하여 기술하겠다. 기화학  속 환 

공정에서 이송 을 통하여 이송되는 용융염의 양은 공정조건에 따라 70 kg 

～ 120 kg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해환원 공정으로부터 일정량의 염을 

이송하여 여러 개의 몰드를 사용하여 ingot을 제조하기 때문에 70 ∼ 120 

kg의 폐용융염을 한꺼번에 장하는 용기가 필요 없다.

Fig.4.1.3.5. Process flow for the solidification of a used molten salt

  한편, 폐용융염을 이송하기 해서는 일반 으로는 650 ℃, 최 로는 800 

℃까지 가열하여 폐용융염이 고화되지 않도록 조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

고 에서 기술하 듯이 염의 휘발에 의한 hot cell의 오염 방지  해환

원 장치로부터의 감압이송을 해서는, 공정 운   장치 내부를 진공 는 

불활성 기체 분 기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기 연구 과정에서 노즐의 특성이 잉곳제조 장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이 밝 졌다. 폐용융염 잉곳제조장치 내부에 유입된 고온 용융염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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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을 통하여 상온의 몰드로 배출되어 잉곳 형태로 고화되게 된다. 그런데 일

정 크기의 잉곳 제조를 해서는 노즐의 규칙  개폐가 요구된다. 선행연구

에서는 에어실린더와 타이머에 의해 구동하는 stopper를 사용하여 노즐을 개

폐하 으나, 고온 용융염이 래한 극심한 부식에 의해서 stopper가 제 기능

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 다. 그 해결책으로 stopper를 사용하지 않고 용

융염이 녹는  이하의 온도에서 고화되는 특성만을 이용하고자 염밸  개념

을 도입하 다. 그러나 열해석 로그램(Heating-7)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최소한 5 가 지나야 염의 응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 방법은 부 당한 것

으로 단되었다(Fig.4.1.3.6). 폐용융염 잉곳제조공정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IMEF 비 hot cell에서 수행하기 해서는 두 가지 제약 조건을 지켜야 한

다. 

Fig.4.1.3.6. Temperature profile during salt discharge from nozzle calculated 

by Heating-7.

  첫째는 냉각수를 사용할 수 없는 이고, 두 번째는 장치 크기가 hot cell 

공간제약성에 지배된다는 이다. 그리고 장치의 원격 운   유지/보수를 

해서 일부 기능성을 배제하더라도 장치의 복잡화는 최 한 지양하여야 한

다.

  IMEF hot cell의 공정 셀의 크기는 8.1 m(L) × 2.0 m(W) × 4.3 m(H)이

다. 그리고 hot cell 내에는 공정장치를 운 하기 해서 1) 벽 부착형 마스

터/슬 이  조작기(Master/Slave Manipulator: MSM), 2) 크 인(Overhead 

Crane), 3) 천정이동형 텔 스코픽 조작기(Telescopic Servo 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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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가 설치되고, 폐용융염 잉곳제조 장치를 포함한 부분의 공정장치는 

높이가 900 mm인 working table 에 놓이게 된다. 폐용융염 잉곳제조장치

의 제원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높이와 폭을 기 으로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SM, TSM, 그리고 crane은 working table 상부에서 각각 1200, 1600, 

2550 mm 이내 높이의 작업 역을 가진다. 따라서 smelter의 유지, 보수는 

최 한 2550 mm 이내 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MSM을 사용하는 

정교한 작업은 1200 mm 이내 높이에서 이루어지게끔 장치가 설계/제작 되

어야 한다. 외부에서 조립된 폐용융염 잉곳제조장치는 rear door를 통해서 

hot cell 속으로 이송된다. 그런데 rear door를 통과하기 해서는 높이가 

1000 mm 이내이어야 하므로, 이 제약조건에 따라서 폐용융염 잉곳제조 장

치를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Hot cell 공정 셀의 폭은 2 m이지만 MSM의 

slave가 셀 내로 490 mm 돌출되어 있고 장치와 벽 사이에 일정 간격을 두

어야 하므로 장치 폭에도 제약이 따르게 된다. 더구나 rear door를 통과하여 

hot cell 내에 장치가 설치되기 해서는 그 폭이 850 mm 이내이어야 한다. 

본 폐용융염 잉곳제조 장치에서 별도의 냉각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 

온도를 50 ℃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상기 제시한 제약 조건을 지키는 

한에서 최 한 가열부분의 단열층을 두껍게 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공정운

 시나리오들을 검토하고 비실험을 수행한 결과, 실증용 폐용융염 잉곳제

조 장치에는 surge tank를 사용하여 진공감압 이송법과 몰드를 이용한 ingot 

제조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즉, 1) surge tank를 사용하

여 해환원 공정으로부터 진공감압으로 일정량의 용융염을 이송 을 통해 노

즐로 배출되게 한 다음, 2) 몰드 가열기로 90 ∼ 100 ℃로 유지된 몰드로 일정

한 크기의 잉곳 형태로 고화시키게 된다. 이를 해서 폐용융염 잉곳제조장치

는 이송 , 노즐  몰드 가열시스템, 몰드, 노즐, 배   fitting 류 등으로 구

성되어야 한다. 그 개략도를 Fig.4.1.3.7에 나타내었다. 한편, 원격조작에 의한 

핫셀 조업에 비하여 제조된 잉곳의 후처리 공정으로의 이송을 제외한 작

업은 최소화되도록 장치를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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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3.7. Schematic diagram of a salt ingo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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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ACP 공정시스템 설계

1. 20 kgHM/batch 규모의 기화학  속 환장치

  앞서 기술한 설계요건서를 바탕으로 실증용 기화학  속 환 장치를 

핫셀내의 시스템공학 인 측면과 단 장치의 성능 구 측면을 고려하여 설

계  제작하 다. 특히, Mock-up 시스템과 비교하여 극의 류효율을 높

이기 해 극 컨덕터 재질을 STS 뿐만 아니라 copper 재질을 사용하 으

며, 산화 극의 조립성을 고려하여 6개의 Pt 극을 병렬로 제작하여 모듈화

하 다. 

 가. 속 환 반응기

    속 환장치는 핫셀 바닥면에 고정되어 설치되는 외부 반응기  가열

로, 외부 반응기에 체결되는 랜지, 일체형 환원 극의 체결을 한 랜지

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Fig. 4.2.1.1은 속 환장치의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4.2.1.2는 20 kgHM/batch 규모의 실증용 속 환 장치에 한 사진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반응기 내부는 일체형 환원 극, 

산화 극, 용융염 이송 , 냉각공기  불활성 Ar 가스 공 시스템,  반응

물 주입시스템 등과 같은 다양한 단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Fig. 4.2.1.3, Fig. 

4.2.1.4). 이 시스템은 ACPF 핫셀 내부에 설치되었으며, Fig. 4.2.1.2에 핫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실제 모습에 한 사진이 나타나 있다. 핫셀의 조업공

간의 제한성을 고려하여 반응기는 핫셀 바닥에 매몰식으로 설치되었다. 실증

용 속 환 반응기의 규격  재원을 Table 4.2.1.1에 요약하 다.

 나. 일체형 환원 극

    마그네시아 멤 인을 장착하기 한 하우징에 폭 40 mm 길이 420 

mm의 홈을 양쪽에 4 개씩 총 8 개를 가공하여 용융염이 마그네시아 멤

인 내로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한 일체형 환원 극의 해체 

시 하우징과 멤 인과의 용융염의 의한 고착을 방지하기 해 하우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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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부에 턱을 가공하여 하우징과  면 을 최소화하 으며 액체상태에

서 용융염이 쉽게 환원 극으로부터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 다. 

Fig. 4.2.1.1. Experimental set-up for the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Fig. 4.2.1.2. Photographs of 20 kgHM/batch scale reactor for the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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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3. Top flange of an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

Fig. 4.2.1.4. Design drawing of an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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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1.1. Specification of an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

단 장치 규격 (mm) 재질

외부반응기 600OD × 580ID × 1000H STS-316

내부반응기 520OD × 500ID × 800H Inconel-600

산화 극 30OD × 300H Pt

산화 극 Conductor 20OD Copper

Cathode conductor 60OD × 600H STS-316

마그네시아 필터 170OD × 150ID × 418H MgO

기 극 6OD × 250H Pt

임펠러 STS-316

  하우징은 마그네시아 멤 인의 반경방향으로 2개를 환원 극 몸체와 연

결하 다. 일체형 환원 극 상부에 핵물질 투입구를 제작하여 극 컨덕터와 

마그네시아 멤 인 사이에 핵물질이 주입될 수 있도록 하 다. 핵물질 투

입구의 밸 는 원격조작이 용이하도록 홈이 인 원형 손잡이를 제작하여 

부착하 다.

Fig. 4.2.1.5. Integrated cathod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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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산화 극 시스템

    산화 극 설계 요건에 맞춰 산화 극 모듈을 제작하 다. 산화 극 모

듈은 백 산화 극과 도성 컨덕터  반응기와의 기  연을 유지하기 

한 비 도성 알루미나 튜 로 구성되어 있다. 실증용 속 환 반응기는 

100 A 이상의 높은 류에서 반응이 구 되므로 산화 극에서 발열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STS304 컨덕터 기 으로 산화 극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발열량을 계산하 다.

  STS304의 물성은 다음과 같다;

    - 비 항 : 7.2 × 10-6 Ω・cm2/cm

    - 비 열 : 0.12 cal/g・℃

    - 비  : 8 g/cm3

  산화 극 6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산화 극에 걸리는 항은 다

음과 같다.






 에서,   ×

×  

  따라서 R = 0.00023/6 = 0.000038 Ω

     ××  

××, 여기서 W = 15079 g 이므로

ΔT = 5.1×10-5 ℃/s

  즉, 24 h 기 으로 4.4 ℃의 산화 극의 온도상승이 측되지만 의 식은 

열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류공 에 의한 온도상승은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용 부 에서 국부 인 항에 의한 온도상승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화 극 제작에 특히 주의하 다.

  산화 극 모듈은 6 개의 백  극이 환원 극을 심으로 칭형 구조로 

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 으며 반응기 랜지로부터 아랫방향에서 탈

부착이 용이하도록 하 다. 산화 극 모듈 양쪽 끝에는 류공  장치인 

potentiostat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I-Bolt로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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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6. Anode module of an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

 라. 교반장치

    LiCl 용융염에 Li2O의 용해속도를 증가시키기 해 교반시스템이 설치

되었다. 교반기는 2-피치 블 이드 형태이며, 내부반응기로부터 2 cm 높이에 

설치되었다. 베벨기어를 이용하여 임펠러 샤 트와 구동모터를 90°로 연결하

며 Li2O 용해가 완료된 후에는 모터부에 연결된 기어부를 manipulator나 크

인으로 들어 올릴 수 있게 설계/제작하 다. 반응도  용융염이 휘발에 의

해 반응기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해 반응기 랜지와 교반장치의 연

결부 를 mechanical seal을 이용하 다.

 마. 용융염 포집시스템

    실증용 20 kgHM/batch 규모의 속 환 반응기에서 용융염으로부터 

휘발되는 LiCl 증기가 필연 으로 배출된다. 이러한 LiCl 증기는 속 환 

반응기 배 에 응축되어 배 을 부식시키거나 막게 되어 반응기의 운 성을 

하시킨다. 따라서 반응기 후단에 콜드트랩을 설치하여 휘발된 용융염을 응

축하여 수집하 다. 응축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콜드트랩 내부에 3 개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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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치하 다.

Fig. 4.2.1.7. Stirring system for the Li2O dissolution.

 바. 핵물질 공 용기

    건식분말화 장치로부터 공 받는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실증용 속 환

장치로 공 하기 한 핵물질 공 용기는 총 취 용량 20 kgU3O8 분말을 기

으로 제작하 다(Fig. 4.2.1.8). 핵물질의 유출 방지와 분말 운반용기의 지

지를 해 4 개의 지지 를 설치하 으며 분말 공 이 원활하도록 

air-vibrator를 설치하 다. 한 분말용기의 각도를 60°로 제작함으로써 미

주입 핵물질의 양을 최소화하 다. 핵물질 공 용기는 핫셀 내부의 크 인에 

의해 운반되므로 반응물 공 용기 운반용 체인을 제작하여 취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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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8. A vessel for U3O8 feeding to an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

2. 20 kgHM/batch 규모의 Smelter

 가. 본체

    Smelter의 본체 외장은 stainless steel 304 재질이다 (φ 850 mm × 

1155 mmH). 본체는 랜지를 경계로 두 부분으로 나 어지며, 따라서 기 

설치  해체 등의 경우에 핫셀 rear door (폭 900 mm)를 통한 smelter의 

반.출입이 가능하 다. 1,400 ℃의 smelting 공정 운  조건에서도 chamber 

외부의 온도가 50 ℃가 넘지 않도록, 단열재로 graphite soft felt를 사용하고 

chamber 내부는 graphite FE로 lining 하는 한편 chamber 외부를 압축공기

로 강제 공냉하도록 하 다. 액체를 사용한 냉각은  허용되지 않으며, 

hot cell 안 을 하여 O2 등 부분의 기체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 다.

  본체 측면 하부와 랜지 상부에 각각 1/2" 기체 주입 라인과 1/2" 기체 

배출 라인을 설치하여, 공정 운   chamber 내부를 진공 는 고순도 알

곤 분 기로 유지하도록 하 다. 기체 배출 라인은 속 환체의 용융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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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휘발되는 잔류용융염과 일부 속성분을 포집할 수 있는 condensate trap

과 연결되도록 설치하 다. Chamber 내의 진공도와 leak rate는 각각 10-3 

torr와 5 × 10-8 SCCM 이하가 가능하도록 하 다. Chamber 내부는 

electropolishing하여 최 한 degasing을 이도록 하 다. 진공배기 시스템은 

displacement speed 1,200 L/min 이상의 진공 pump로 구성하 다. 한 

chamber는 3 bar의 압력을 견디는 구조로 하 다.

  기화학  속 환 장치로부터 이송되어 온 샘 은 graphite 재질의 내

부용기에 담겨서 up door loading 방식으로 MSM과 crane을 이용하여 본체 

상부 door를 통하여 smelter 내부에 장입되며, 공정운 이 끝난 후에도 

MSM과 crane에 의한 원격조작에 의해서 smelter 외부로 인출하도록 하

다. 한 극과 연결된 발열체(graphite IG-110)도 쉽게 탈착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상부 door의 sealing에는 400 ℃에 견디는 연성질의 O-ring을 

사용하여, 고온의 진공  불활성 기체 분 기 조업환경에서 chamber의 기

을 유지하도록 하 다. 

 나. 가열시스템

    극은 2,500 A의 고 류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 다. 고온으로부

터 구리 극을 보호하기 하여 발열체(graphite IG-110)와 구리 극 사이는 

Mo 재질의 속 으로 연결하 다. 한 chamber 내에 leak가 발생하지 않

도록 기 을 유지하여 smelter 본체와 연결하 다.

  극과 연결된 graphite IG-110 재질의 발열체는 chamber 내 온도를 최고 

1,400 ℃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발열체는 가공치수보다 매우 큰 

graphite ingot에서 도가 가장 치 하고 균일한 부분을 선택/가공하여 제작

하 다. 

 다. Graphite 구조체

    Smelter 내부용기의 제원은 속 환장치에서 이송되어온 마그네시아 

용기(OD 170 mm × 420 mmH, 10 kgHM/batch 기 )와 함께 속 ingot 제

조를 한 몰드도 넣을 수 있도록 하 다. 발열체에 의해서 graphite IG-110 

재질의 내부용기도 가열되어 결국 내용물인 속 환체가 용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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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te ingot을 사용하여 내부용기를 가공할 때, 공정 운   내부용기 

뚜껑과 몸체사이의 기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뚜껑에도 crane 

조작을 하여 eye 볼트를 세 개 만들었다.

Smelter 내부 lining은 graphite FE-250 재질이며 가공치수보다 큰 

graphite ingot을 가공하여 제작하 다. 정 하게 가공된 내부 lining에 의하

여 장치 내부를 지지하는 한편, 고온 열팽창으로 인한 구조물의 변형을 방지

하 다.

Smelter에 사용된 graphite  graphite rigid felt와 soft felt는 단열재로 

사용되었으며, graphite FE-250와 graphite IG-110는 각각 extruded graphite

와 isotropic graphite이다.

 라. 배   배선

    Hot cell 내부에 설치된 smelter와 hot cell 외부에 설치된 제어반  

power supply 사이에는 기체 배   배선만 설치하 다. Fig. 4.2.2.1에 

smelting 시스템의 P & I diagram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서 시스템을 구

성하 으며, 진공 line의 경우에는 electropolising을 수행하여 de-gasing을 

최 한 방지하는 한편, fitting 부분은 Swagelok type을 사용하 다. 

각종 배   배선은 frame과 장치 구조물을 이용하여 지지하며, 유지보수

를 한 장치의 탈/부착시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설치하 다. Hot cell 벽체

를 통하는 경우에는, 기체 공 은 이  connector에 의해, 배선은 

penetration 시켰다.

 마. 제어반  Power Supply

    제어반은 smelter의 모든 작동상태  조건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각종 

계기류와 조작용 스 치로 구성하 다. Fig. 4.2.2.2에 제어반의 구성을 그림

으로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명세는 아래에 나타내었다.

Heater power supply의 SCR과 power transformer는 각각 55 kW의 용량

으로 하 으며, 이상 상황 발생시 SCR과 control 부분의 손상을 막기 하여 

반도체 속단 fuse를 사용하 다. Power transformer의 lead wire는 충분히 

굵게 하여 열 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냉각 열교환에 의한 에 지 손



- 206 -

실도 최소화하 다.

Fig. 4.2.2.1. P & I diagram of smel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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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2. Smelter control system.

- Vent valve S/W: smelter 내에 잡힌 진공을 기시킬 때 사용되는 1" 

  valve

- Vacuum valve S/W: smelter 내를 진공으로 할 때 사용되는 2" or 3" 

  valve

- Dry pump braker: 진공을 해 dry pump를 가동시킬 때 쓰는 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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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issler button: smelter 내 leak 유무 확인 해 방 을 가동하는 

  button 

- Pressure indicator: smelter 내 기체 공  시 압력 확인용

- PID temperature controller: 온도 제어용

- Ampere meter: transformer의 2차 류량 측정용

- Furnace braker: heater에 원을 넣어주는 제동기

- Control braker: 제어반에 원을 공 (heater 제외한 모든 원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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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zzer: interlock이 걸렸음을 경고함

- Buzzer off S/W: buzzer가 울릴 때 소리를 mute하기 한 S/W

- Manual knob: manual로 heater 온도를 올릴 때 쓰는 조정용 가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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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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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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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

- Gas inlet valve S/W: smelter 내에 기체를 공 할 때 쓰는 valve

- Gas outlet valve S/W: smelter에서 기체를 제거할 때 쓰는 valve

  Heater power control에는 auto와 manual의 두 가지 기능을 부여하고, 

압을 인가했을 때 바로 최  워가 인가되지 않도록 설계하 다. 한 over 

temperature control 기능을 설정하여, 최고 설정온도에 이르면 heater power

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하 다.

이상상황 발생 시는 heater power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정상회복 시에도 

graphite 발열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reset 기능을 부여하여 압공 이 바

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 다. Interlock이 걸렸을 때에도 graphite 발열체에 

공 되는 power를 차단시켜 smelter 내에 발생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설계하 다.

 바. Smelter 제작

    ACPF hot cell 제원과 원격조작 기구의 동작범 를 고려하여 smelt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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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방식을 수정하고 외부 제원과 가이드  길이 등을 정했으며, 그 략

인 수치를 Fig. 4.2.2.3에 나타내었다.

Fig. 4.2.2.3. Dimensions of smelter installed in the ACPF hot cell.

3. 폐용융염 이송시스템  폐용융염 Ingot 제조시스템

 가. 장치의 개요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는, 고온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사용후핵연

료의 산화물을 기화학 으로 속으로 환시키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용

융염의 취 을 용이하게 하기 해, 용융염을 일정한 크기의 실린더 형태로 

염 잉곳 고화체로 제조하여, 임시 는 구 장 하거나 재활용하기 한 장

치이다. 염의 강한 부식성과 조해성 때문에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 내부의 

조작은 불활성 가스(알곤) 분 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 속 환공정

에서 발생되는 용융염을 본 장치로 감압 이송하여 염 잉곳을 제조한다. 폐용

융염 ingot 제조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IMEF 비 핫셀에 설치하고, 원격 

조작  유지/보수 개념  내방사성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장치의 

제작 목   특성상 사 에 충분한 기술 의를 거친 후 상세 설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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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제반공정을 진행시켜야 한다.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는 사람이 핫

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직  취 할 수 없으므로 모든 장

치의 조립이나 해체  운 을 원격으로 조작해야 하므로 핫셀 시설 는 

원격제어 장치를 제작한 경험이 필요하다. 

 나.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설계, 제작사양  련 세부내용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는 Fig.4.1.3.7의 도면과 같이 제작하며, (1) 노

즐 (2) 몰드고정 장치 (3)  몰드 (4) 몰드 뚜껑 (5) 몰드 하우징 (6) 몰드운반 

용기 (7) 원격취  보조 장치 (8) 용융염 이송   고온밸  (9) 몰드 가열

기 (10) 노즐, 고온밸   이송  가열로 (11) 몰드 받침  (12) 배   

fitting류 (13) 제어반  기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항목별로 나 어 장

치를 설명하고자 한다. 

  (1) 노즐

      노즐의 규격은 ID 10 mm, T 30 mm, H 70 mm, 재질은 STS304로 가공

하고, 끝은 콘 모양으로 하여, 배출되는 용융염이 분산되지 않도록 한다. 

속 환 장치와 노즐사이에 고온밸 를 설치하여 몰드를 분리할 때, 염 증기

가 배출되는 것을 차단해야하며, 속 환 장치와 고온밸 사이  노즐과 

고온밸 사이에 유니온을 설치하여, 고온밸   노즐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각각 교체가 용이하도록 연결해야하며, 연결부분이 가열에 의해 용융염이 

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연결부분의 출로 인한 핫셀의 오염방지 철

히 해야 한다.

  (2) 몰드고정 장치

      장치의 재질은 STS304, 규격은 도면과 같이 제작하며, 몰드를 체결하

을 때 기 을 유지하도록 정 하게 제작해야한다. 몰드를 체결하 을 때 

leak가 생기면 속 환 장치의 용융염을 이송할 수 없으며, 체공정에 

한 사고로 이어지게 되므로, 감독원과 충분한 의를 하여 제반조건에 맞

도록 제작하고, 성능시험에서 설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한다. 한 몰드 

고정 장치는 속 환 장치와 연결되어 속 환 장치를 들어 올릴 때 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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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장치도 따라 올라가도록 설계되어있으므로 속 환 장치가 제자리에 

왔을 때 몰드 고정 장치는 반드시 정 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 제작해야 

한다. 

  (3) 몰드

      장치의 재질은 STS304, 규격은 ID 168 mm, OD 186 mm, T 9 mm, H

250 mm로, 3개를 도면과 같이 제작하며, 내부는 곱게 연마하여, 650 ℃고온

의 용융염이 잉곳으로 제조될 때 몰드에 붙지 않고, 몰드 밖으로 잘 분리되

어야 한다. 몰드 윗면의 두께 9 mm에 3 mm의 홈을 만들어 O링을 넣어 몰

드를 체결하 을 때 기 을 유지해야하며, O링의 재질은, 고온의 용융염이 

몰드에 담겼을 때 약 400 ℃에서 견딜 수 있어야하고, 몰드를 탈부착 때 O

링이 홈 밖으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한 몰드에 이송된 용융염이 냉각되

어 염 잉곳이 제조되면 면으로 이동하여 몰드하우징에서 몰드를 들어낸 

다음, 뚜껑을 체결하여 완 히 한 후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게 된다. 몰

드에 뚜껑을 체결하기 해 몰드뚜껑 체결장치의 크램 로 몰드를 잡을 때 

몰드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몰드의 외부표면은 거칠게 제작해야 한다 몰드바

닥은 직경 190 mm의 storage vault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모서리를 도면

과 같이 가공을 해야 한다.

  (4) 몰드 뚜껑

      장치의 재질은 STS304, 규격은 도면을 참조하고, 몰드뚜껑 체결장치를 

이용하여 몰드에 뚜껑을 체결할 때 몰드의 O링이 려서 완 히 되어 

몰드의 내부가 기 을 유지해야한다. 몰드의 뚜껑에는 자석을 삽입하여 몰드

를 neutron counter로 이동하고, storage vault에 장할 때 용이하게 취 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조작이 핫셀 안에서 원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

교하게 제작되어야한다.

  (5) 몰드 하우징

      장치의 재질은 STS304, 규격은 도면과 같이 제작하며, 몰드 고정장치

의 랜지와 몰드하우징의 랜지를 조여서 몰드의 O링이 착하여 몰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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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 을 때, 몰드 내부를 완 히 폐하여 기 을 유지하도록 정 하게 

제작해야한다. 본 장치는 몰드 운반용기에 고정되고 원격조작에 의해 몰드를 

쉽게 집어넣고, 들어낼 수 있도록 제작해야한다.

  (6) 몰드운반 용기

      재질은 STS304, 규격은 도면과 같이 제작하며, 몰드운반 용기에 몰드

를 보조도구로 잡아서 몰드하우징 안에 올려놓은 다음, 몰드운반 용기를 몰

드 고정 장치 아래로, 후진하여 몰드고정 장치 에 있는 몰드받침 로 이동

하도록 한다. 몰드운반용기를 로 올려 몰드하우징의 랜지를 몰드고정 장

치에 장착하여 몰드의 O링이 몰드고정 장치의 랜지에 착하여 기 을 유

지하도록 볼트를 원격으로 조여 다. 몰드에 용융염이 부 이송되고, 고온

의 용융염이 몰드에서 냉각되어 고체의 염 잉곳으로 제조되면, 몰드하우징을 

몰드고정 장치로부터 볼트를 풀어 분리하고, 몰드운반용기를 아래로 내린 다

음 앞으로 이동하여 몰드를 들어낼 수 있는 치로 이동하게 한다. 보조기구

를 이용하여 고체의 염 잉곳이 들어있는 몰드를 들어서 몰드 뚜껑체결 장치

로 운반하고, 몰드하우징에 새로 비된 몰드를 올려놓은 다음 앞의 방법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조작은 자동화 되어 정 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정

하게 제작되어야한다. 몰드운반용기의 , 후, 상, 하 운동은 일정한 거리를 

연속 으로 반복 이동해야 하므로 정 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독원과 충분

한 의를 하여 제작해야한다.

  (7) 원격취  보조 장치

   (가) 몰드 크램 (보조기구)

        몰드를 몰드운반용기에 장착할 때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몰드를 집어

서 일정한 장소로 옮기기 한 도구로 실증시설에서 원격으로 취 할 수 있

도록 제작해야한다.

   (나) 몰드뚜껑 체결장치

        제조된 염 잉곳을 몰드 하우징에서 들어내어 다음 공정으로 가기 

에 몰드를 고정하여 뚜껑을 덮어 하기 한 장치를 제작해야한다. 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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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 제조된 염 잉곳이 들어있는 몰드에 뚜껑을 체결하여 완 히 하

여 몰드내부에 기 을 유지하여 보 하게 되므로 정 한 설계로 제작되어야 

하며 고장이 발생하 을 때 수리가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8) 용융염 이송   고온밸

      재질은 STS304, 규격은 1/2″seamless pipe로, 650 ℃ 고온의 용융염

이 속 환 장치에서 고온밸 와 노즐을 통하여 몰드에 이송되도록 몰드고

정 장치에 연결해야하며, 속 환 장치를 분해하고 재조립할 때 몰드고정 

장치가 원래 치로 조립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 설치해야한다. 속

환 장치와 몰드고정 장치 사이에 고온밸 가 있고 고온밸  양쪽에 유니온

에는 graphite gasket을 사용하여 650 ℃ 고온의 용융염이 이송될 때 leak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용융염 이송 의 길이  형태는 장의 속

환 장치와 연계하여 장치에 맞도록 설계해야 하고, 제작감독원과 충분한 

의를 거쳐 제작 설치해야한다.

  (9) 몰드 가열기

      고온의 용융염이 상온의 염 잉곳몰드에 들어갈 때 용융염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해 몰드의 온도를 90～150 ℃로 가열해 주기 한 시스템으로, 몰

드바닥에서 180 mm와 100 mm되는 지 에 열 를 설치하여 몰드의 온도 

 용융염이 냉각되는 온도를 간 으로 알 수 있도록 설치해야한다. 설치

된 열 는 항상 일정한 치의 몰드 표면에 착되어 온도를 정 하게 측

정할 수 있어야 한다.

  (10) 몰드 받침

      장치는 원격으로 상, 하로 일정하게 작동하여 몰드에 용융염을 받아 

처리하기 한 장치로 매우 정 하게 제작해야한다. 본 장치의 탈부착을 

한 상하 작동은 기체압력에 의한 실린더를 이용하며 몰드를 장착했을 때 강

하게 착하여 몰드내부의 기 을 유지하기 함이므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범 에서 감독원과 의하여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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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노즐, 고온밸   이송  가열로

      모든 가열로는 몰딩형태로 제작한다. 노즐과 노즐상부에 부착된 고온

밸 를 650℃로 유지하여, 노즐을 통하여 이송되는 용융염이 굳지 않도록 

해야한다. 가열로에는 가열로 외부의 온도가 50 ℃ 이하가 되도록 단열재를 

설치하고, 가열로는 노즐 내부의 온도가 두 시간 안에 650～850℃로 안 하

게 올릴 수 있는 용량으로 하며,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설정 온도의 오차 범

는 ±2℃ 이하로 해야 한다. 한 가열로의 과열을 막아주는 과열 차단 시

스템을 설치하고, 가열로가 손상이 되었을 때 수리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

치해야 한다. 장치운   이송  가열로가 고장이 발생할 경우를 비하여 

원격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여러 단계(5～6 단계)로 나 어 설치해야하며, 

고장이 발생하 을 때 교체할 여분의 가열로를 각 단계별로 각각 만들어야

한다.

  (12) 배   Fitting류

      장치제작이 완료된 후, 장 설치에 필요한 원연결  알곤 가스 , 

냉각가스  등 장치의 배 연결에 필요한 모든 fitting류 와 재료는 제작업체

에서 제공하여, 제작감독원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해야하며, fitting부분은 

swagelok type을 사용하고, 각종 배   배선은 임과 장치구조물을 이

용하여 지지하며, 유지보수를 한 탈, 부착 시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설치

해야한다. 핫셀 벽체를 통하는 경우 기체 공 은 tube connector에 의해, 

배선은 feedthrough connector에 의해 연결해야한다. 염 잉곳체결시스템에 

공 되는 알곤 가스 은 속 환 장치를 해체할 때 tube connector를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한다.

  (13) 제어반  기타

      제어반은 한국원자력연구원 ACP 공정 체 제어시스템의 일부분으로 

IMEF 핫셀 시설에 맞게 구성되어야하며, 연계된 공정과의 유기  결합 하에 

각종보호 회로들을 설치하고, V/A meter, breaker, pilot lamp, toggle s/w, 

온도, 압력, 기 등의 제어장치를 제어반에 설치해야 하며, 치  개수는 

제작도면  시방서에 제시된 것보다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작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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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하여 하되, 제작감독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한 필요한 재료는 

제작업체에서 모두 제공해야 한다.

  핫셀에 설치되는 기기, 계장 기설비의 안 등 은 SC (safety class), 

NNS, NA (non application)으로 구분되며, 품질등 은 Q, T, S로 각각 분류 

된다 핫셀에 설치되는 염 잉곳장치의 안 등 은 NA이고, 품질등 은 T이

다. T등 은 safety class 1, 2, 3로 분류되지 않는 기기로서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기기로 10CFR50 appendix B의 품질요건을 선별 으로 용

한다. 핫셀의 염 잉곳장치 련계장의 안 등 은 NA이고, 품질등 은 Q이

다. Q등 은 safety class 1, 2, 3로 분류되는 기기이다. 핫셀의 염 잉곳장치

의 련 기설비의 안 등 은 NA이고, 품질등 은 S이다. S등 은 품질등

 Q나 T로 분류되지 않는 설비로서 제작자의 품질보증 요건이나 산업규격

을 선별 으로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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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ACP 공정시스템 Blank Test

1. 20 kgHM/batch 규모의 기화학  속 환장치

 가. 단 장치의 성능평가

    실증용 속 환 장치를 ACPF 핫셀 내에 설치 완료한 후 각 단 장치

에 한 비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1) 기가열로 시험

      실증용 20 kgHM/batch 규모의 기화학  속 환장치의 가열로는 

용융염 액   잠열 등의 물리화학  특성, 반응기의 상부 랜지의 내열성

이 취약한 부분(sealing material)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3단으로 제작되었다. 

가열로의 각단은 30 cm로 총 90 cm의 가열블럭으로 구성되어 개별 으로 

제어된다. 상부 가열로는 랜지의 팩킹부분을 보호하기 해 최고 550 ℃를 

넘지 않게 제어하 다. LiCl 용융염의 계면은 반응기 바닥으로부터 35 cm 

높이에 치하며 반응기 온도는 용융염 계면에 치한 K-type 열 를 이

용하여 측정하 다. Fig. 4.3.1.1에서 볼 수 있듯이 반응기 내부온도는 가열로 

온도와 약 3 시간의 편차를 가진다. 이는 기에 LiCl이 고체상태로 존재하

기 때문에 열 달과 열용량에 기인한다. 가열 시작 10 시간 후 LiCl이 용융

되어 온도가 크게 증가한 후 650 ℃ 까지 진 으로 증가하며, LiCl이 용융

된 후에는 반응기 온도가 원활하게 제어된다.

  반응기의 설계 요건에서 밝혔듯이 상부 랜지 온도를 160 ℃로 유지시키

기 해 상부 랜지에 공기를 주입하여 공랭식으로 랜지의 온도를 제어

하 다. 이 때 랜지 온도는 주입하는 공기 유량과 상부가열로의 제어온도

에 의존하므로 반응기의 건 성 측면에서 한 제어가 필요하다.

  Fig. 4.3.1.2는 정상상태에서 반응기 높이에 따른 온도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반응기 내부 온도는 하단으로 갈수록 지속 으로 

증가하며, 용융염상에서는 650 ℃를 유지하게 된다. 반응기 상부 랜지의 

바로 아래에서 측정한 온도는 약 200 ℃를 나타냈지만 랜지에서 측정한 

온도는 약 150 ℃로 확인되었다. 이는 반응기 설계과정에서 랜지에 공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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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시스템과 반응기 하단으로부터의 복사열을 방지하기 해 방열 을 설

치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러한 반응기 내의 온도구배를 통해 휘발되는 LiCl

이 재응축되어 용융염상에서 재용해 될 것으로 기 되며, 이를 통해 LiCl 용

융염의 액 가 반응동안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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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1. Variation of reactor temperature and set points as a function  

            of the time.

  (2) 기  시험

      사용후핵연료의 기화학  속 환 시스템에서 핵물질  용융염의 

유출은 핫셀 내부 오염  장치 부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실증용 속

환 장치의 기 성의 유지가 공정의 설계요건으로 제시되었다. 본 과제에서 

설계  제작된 반응기의 기 을 해 반응기 상부 랜지는 2개의 O-ring

(외경 659 mm × 내경 647 mm × 두께 12 mm, 외경 609 mm × 내경 597 

mm × 두께 12 mm)을 이용하여 볼트로 체결하 다. 한 일체형 환원 극 

체결부에서의 기 성 유지를 해 역시 O-ring을 이용하 다. 실증용 속

환 시스템의 기 성 유지를 한 기 요건으로 300 kgF-cm 이하의 토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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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볼트를 체결한 후 0.5 kg/cm2G의 압력으로 24 시간 유지되는지를 확인하

다. 본 기  시험에서는 토크 치를 이용하여 상부 랜지 볼트의 토크를 

측정하여 200 kgF-cm 이하의 조건에서도 기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 다.

Fig. 4.3.1.2. Temperature profile along with the reactor depth.

  (3) 연시험

      해환원을 이용한 속 환 반응에서는 기화학 인 방법으로 우라

늄산화물을 우라늄 속으로 환원하기 때문에 극과 반응기 사이의 연성

이 매우 요하다. 극과 반응기가 연되지 않으면 주입된 류의 흐름이 

해반응에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응기 체에 류가 흐름으로써 

안 성에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working electrode인 일체형 환원 극과 

counter electrode인 산화 극의 외부에 비 도성 알루미나 튜 를 착하여 

반응기와 기 으로 연시켰다. 항테스트를 통해 극과 단 장치의 

항을 측정한 값은 ∞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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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체형 환원 극

      일체형 환원 극에 한 비성능 평가에서는 환원 극의 조립성, 마

그네시아 필터의 기공율  핵연료물질 주입시 유출율 등에 한 평가를 수

행하 다. 일체형 환원 극의 조립에서 환원 극 컨덕터와 반응기와의 연

과 마그네시아 필터와의 체결성이 요하다. 고온의 650 ℃에서 일체형 환원

극내에 마그네시아 필터가 안 하게 손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환원

극 하우징은 고온에서 열팽창에 의해 변형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마

그네시아 필터의 탈착이 가능하다. 이를 막기 해 일체형 환원 극의 하우

징 각각에 연결고리를 부착하여 마그네시아 필터의 손과 탈착을 방지하

다. 한 핵물질 유출 시험에서 미세 우라늄산화물 분말을 마그네시아 멤

인에 주입한 결과 우라늄산화물 분말의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5) 반응물 주입

      실증용 속 환 반응기에는 3 종의 반응물(우라늄산화물, LiCl, Li2O)

이 주입된다. 비성능 평가에서는 우라늄산화물, LiCl  Li2O의 주입에 걸

리는 시간평가, 충진 도  Li2O의 용해시간을 측정하 다. U3O8 분말 10 

kg을 주입하기 한 시간은 밸 를 연 후 35 sec가 소요되었으며, 이 때 일

체형 환원 극의 마그네시아 멤 인 내의 U3O8 층 높이는 35 cm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로부터 U3O8 분말의 충진 도는 2.0 g/cm3로 계산된다. 

LiCl 30 kg을 주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0 sec가 소요되었다. 90 kg의 LiCl

을 모두 주입한 후 LiCl의 용융은 약 20 hr이 걸렸다. LiCl이 용융된 후 

Li2O 3 kg을 주입한 후 150 rpm의 속도로 믹서를 가동하면서 Li2O 용해속도

를 측정하 다. Fig. 4.3.1.3에는 LiCl 용융염에서 Li2O의 농도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Li2O는 기에 빠르게 용해되기 시작하

여 2 hr 후에는 약 80 %가 용해되며 6 hr 이후에 Li2O 농도가 용융염 내에 

saturation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환원 반응을 한 류공 은 Li2O 

주입 후 6 hr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 원격조작 시험

    실증용 기화학  속 환장치는 PWR 사용후핵연료의 해환원 반



- 220 -

응을 궁극 인 목 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정이 핫셀 내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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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3. Variation of Li2O concentration in the electrolyte bulk as a    

            function of time.

  본 연구에서 속 환장치의 원격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원격 보조도구

를 자체 제작하고 이를 원격조작기(Manipulator)  크 인과 체결하여 반응

기의 조립  해체를 수행하 다. Fig. 4.3.1.4에는 실증용 속 환장치의 원

격 보조도구를 보여주고 있다.

  랜지의 볼트를 체결하기 해 공압식 동 치의 소켓을 보조도구로 제

작하여 볼트의 체결  해체를 수행하 다. 원격조작 비시험은 핫셀의 원

격조작기와 크 인  telescope manipulator를 이용하여 반응기에 한 

근성, 각종 밸 의 개폐, 단 장치의 원격 체결  해체성능, 핵연료물질  

반응물의 주입성 등에 해 실시하 다. Telescope manipulator의 반응기 우

측의 근성은 확보되지 않았으며 핫셀 창에 설치된 원격조작기는 반응기 

후면으로의 근이 불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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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4. Photographs of tools for the remote operation with the

               manipulators and the telescope crane.

  따라서 조작기를 이용한 근성의 경우 우측 후단에 사각지 가 발생하며 

이에 한 보완이 요구된다. 한 Ar 기체 출구 밸 에 한 조작, 원료물질 

주입용기의 체결 등에 한 원격시험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단  장치별 조

립  산화  환원 극과 반응기의 연결 등에 한 조립단계에서 일부 개

선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한 반응기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2. 20 kgHM/batch 규모의 Smelter

 가. 단 장치의 성능평가

    2005년 6월에 ACPF hot cell에 smelting 공정을 한 smelter를 설치하

고, inactive demonstration에 앞서 blank test를 수행하여, 장치의 성능요건, 

원격운 성 등에 한 종합 인 평가를 수행하 다.

Smelter는 해환원된 속 환체 분말로부터 잔류염을 제거하고 속분말

을 ingot 형태로 제조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개념을 구체화하고 실 시

키기 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장치 성능요건의 평가는 단 장치의 온도제

어와 장치내의 기 성 유지에 을 두고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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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1.Heating test of the smelter installed in the ACPF hot cell.

Smelter는 최 허용 류 2400 A를 흘려서 항에 의하여 graphite 재질의 

발열체 온도를 올림으로써 속 환체를 담고 있는 smelter 내부용기를 가열

시키는 간 항식 가열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본 성능평가에서는 55 kW 용

량의 smelter에 의하여 최 로 올릴 수 있는 온도와, 그 최 온도에서의 온

도편차를 조사하 다. 그런데 ACPF hot cell에서는 냉각수 사용이 지되어 

있으므로, smelter의 냉각은 으로 압축공기에 의한 강제 공냉에 의존하

고 있다. 따라서 smelter가 최 온도에 도달하 을 때, graphite soft felt와 

rigid felt에 의한 단열이 ACPF hot cell 시설요건에 부합하도록 smelter 외

부의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성능평가의 요확인 항

목이었다. 

Smelter는 구리 재질의 극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구리 극이 graphite 

발열체로부터의 열 도에 의하여 250 ℃ 이상으로 가열되면, 극손상이 발

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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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2. Smelter temperatures during a heating test in the ACPF.

그러므로 단 장치 blank test에서는 구리 극이 smelter 최 온도에서 공

냉에 의하여 250 ℃ 이하로 유지될 수 있는 지도 확인하 다. Fig. 4.3.2.1과 

Fig. 4.3.2.2에 smelter의 온도 제어시험 결과와 그 과정에서 smelter 주요 부

분의 온도변화를 각각 나타내었다. 장치 각부의 온도는 열 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Smelter는 우라늄의 녹는 인 1133 ℃보다 훨씬 높은 온도인 1500 ℃까지 

온도편차 10 ℃ 이내로 시간당 300 ℃의 승온속도로 가열될 수 있음을 확인

하 다. Fig. 4.2.2.2는 가열시험 과정에서 출력이 20 kW 이하이므로, smelter

가 용량측면에서도 여유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smelter에서 열에 가

장 취약한 부분인 구리 극의 온도도, smelter의 온도가 1500 ℃에 도달하

을 때에도 250 ℃인 제한온도보다 훨씬 낮은 120 ℃로 유지할 수 있음을 확

인하 다.

기 성 평가시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첫 번째는 알곤 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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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압으로 smelter 내부에 충진시키고 inlet과 outlet를 막은 다음, 압력계로 

출을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rotary pump를 사용하여 smelter 내부의 

진공도를 10-2 torr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

식 모두에서 smelter의 기 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melting 

공정은 알곤 기체 분 기와 진공 분 기 모두에서 수행될 수 있음을 blank 

test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나. 공정장치의 원격운 성 평가

    Hot cell에는 smelter를 원격으로 조작하기 하여 MSM, TSM, 그리고 

crane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smelter의 원격운 에서 가장 큰 고려사항은 

smelter 내부에 장입되어야 하는 graphite 재질의 내부용기를 취 하는 것이

다. 20 kgHM/batch 해환원 공정에서 생산된 속 환체에는 잔류염이 약 

15 kg이 들어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마그네시아 용기의 무게도 10 kg 

정도이다. 따라서 약 50 kg에 달하는 내부용기와 그 안의 내용물을 smelting 

공정 시작을 하여 가시거리 밖의 smelter 내부로 장입하거나, smelting 공

정이 종료된 후에 smelter 외부로 꺼내는 작업은 고도의 경험  숙련된 기

술을 요할 뿐 아니라, smelter 내부용기 취 을 한 용 원격보조도구의 

개발을 요구한다. Smelter의 blank test 과정에서 내부용기를 취 하기 한 

뚜껑 지기구, 이동기구, 속기구를 각각 제작하고 시험을 수행하 다. 

Table 4.3.2.1에 smelter의 조립, 운 , 해체 과정에서 요구되는 원격운  도

구와 그 조작을 요약하 고, Fig. 4.3.2.3에는 smelter 내부용기와 이를 취

하기 한 뚜껑 지기구, 이동기구, 속기구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hot cell에서 공정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원격 운 성을 평가하는 과

정에서 내부용기를 취 하는 방식을 근본 으로 수정해야만 했다. 즉, 시야

가 확보되지 않고, MSM  TSM을 내부용기 취 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에서, 내부용기의 원격 조작 과정을 최 한 생략하고 단순화할 필요성이 제

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서 smelter graphite 내부용기와 그 내용물을 원격으

로 취 하기 한 문도구를 Fig. 4.3.2.4와 같이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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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2.1. Remote handling apparatuses and operations of the smelter  

              during the blank test 

     도구
 조작

MSM TSM
내부용기 
뚜껑 
지기

내부용기
이동기구

내부용기
속기구

조립
-Crane hook
 연결
-기체  연결

-Flange 체결
 (25.2 mm 볼트)

내부용기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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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3. Photographs of smelter inner vessel and its remote handling    

             apparatuses.

Smelter의 내부용기 원격취 도구는 ACPF hot cell에 설치된 MSM과 

crane에 의하여 원격 조작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이 기구에 의하여 

ACPF 핫셀에서의 smelting 공정 후에, smelter 흑연 내부용기를 본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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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체결시켜 smelter에 장입  반출할 수 있다.

 

Fig. 4.3.2.4. A drawing of the remote handling apparatus for the inner       

             vessel of the smelter.

흑연 내부 용기와 그 안의 마그네시아 필터 그리고 필터 속에 담긴 ACPF 

핫셀에 설치된 해환원장치에서 생산된 속 환체의 무게를 감안하여, 본 

원격취 기구는 조작과정에서 약 50 kg의 무게의 용기를 속/체결시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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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Fig. 4.3.2.5에 새로운 원격취 도구의 개발에 의

하여 이루어진 조작 차의 간소화와 아울러 smelter 원격조작 시험 과정에서 

개선된 볼트, 카본부싱, 극보호부 등의 사진도 나타내었다.

Fig. 4.3.2.5. Modifications of the smelter for remote operations.

540 mmH × φ242 mm의 탄소도가니를 MSM과 crane만을 사용하여 본 원

격취 기구에 속/체결  탈착/해체시킬 수 있도록, 본 기구에는 

clamp/unclamp handle, slide assembly, link assembly가 부착되어 있다. 본 

원격취 기구에는 crane으로 걸 수 있는 lifting lug이 부착되어 있다. 한 

본 기구에 의한 내부용기의 smelter에서의 장입  반출시 smelter 내부 흑

연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smelter의 guide rod를 이용하여 본 기구의 

이동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도록, 본 기구에는 guide pin plate  guid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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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착되어 있다. Link assembly 등 하 이 가해지는 부분을 제외한 본 원

격취 기구의 주요부는 경량화를 하여 AL606   으로 제작하 다. 

Table 4.3.2.2에 smelter의 원격조작성 평가과정에서의 주요 수정사항을 요

약하 고, Fig. 4.3.2.6은 원격취  과정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4.3.2.2. Major modifications of the smelter in ACPF

  수정 수정 사항

내부용기 

취

내부용기 취  보조도구 사용

→ Hot cell 내에 보조도구를 

   거치할 공간 부족

→ 조작을 하여 고도의 숙련이

   요구됨

상부 랜지에 내부 용기를 

연결하고 같이 조작함으로써, 

내부 용기 이동기구와 속

기구에 의한 조작단계를 생

략함

Flange 체결

TSM으로 6 개의 볼트 체결

→ Flange의 뒤쪽 볼트 4 개에

   한 근이 용이하지 않음

상부 Flange 볼트 4 개의 크

기를 10 cm 높여, TSM의 

근을 용이하게 함

극 보호 

TSM에 의한 Flange 체결 시 

오조작이 발생하면, TSM의 극 

에 의한 극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극을 보호할 커버함을 제

작/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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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6. Photographs of the remote operations of the smelter in ACPF.

3. 폐용융염 이송시스템  폐용융염 Ingot 제조시스템

  20 kgHM/batch 규모 실증용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를 hot cell에 설치 

완료하고 장치의 성능요건, 해환원장치  후속장치와의 연계성 그리고 원

격운 성에 한 종합 인 평가를 수행하 다.

 가.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 제작  설치

    실증용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를 설계요건에 따라 제작하여 다음 

Fig.4.3.3.1과 같이 hot cell에 설치하 다.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를 해환

원공정으로부터 용융염을 직  이송하여 여러 개의 몰드로 ingot을 제작하는 

개념을 도입하여 장치의 부피를 폭 일 수 있었다. Fig.4.3.3.1에서 보는 

것처럼 이송 과 고온밸  등이 단열재로 처리되었고 몰드와 몰드 하우징 

등이 원격으로 처리되도록 하 다. 그리고 surge tank와 vacuum pump을 연

결하여 진공이송이 원활히 되도록 설치 완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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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3.1. Photograph of an salt ingot equipment installed in hot cell.

 나.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 Blank test

    Hot cell 내에 설치 완료된 실증용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에 하여 

blank test를 통하여 장치의 성능요건, 해환원장치와의 연계성  원격운

성에 한 종합 인 평가를 수행하 다.

  (1) 이송 , 고온밸   노즐 가열시스템의 Heating 조건

      해환원공정에서 발생한 폐용융염을 이송하는 이송시스템의 개략도는 

Fig.4.3.3.2와 같다. Fig.4.3.3.2의 이송시스템 각 포인트별로 thermocouple를 

직  측정하여 가열조건을 검하 다. 이송시스템의 각 포인트 별로 측정한 

데이터를 다음 Table 4.3.3.1에 나타내었다. Table 4.3.3.1에서 보는 것처럼 

Test #1의 경우 thermocouple의 온도제어를 600 ℃로 셋 하 다. 어느 정도 

각 포인트에서의 온도를 측정하 지만 main switch가 shut down 되어서 측

정을 단할 수 밖에 없었다. 이송시스템에 가해진 온도셋 이 600 ℃일 경

우 체 으로 측정된 온도는 LiCl의 녹는 인 615 ℃보다 낮은 온도를 보여

주는 포인트가 많음을 확인하 다. 다시 한번 더 가열시스템의 온도를 600 

℃로 셋 한 후 각 포인트마다 온도를 측정하 다. 그 결과는 Test #2의 결

과이다. 여 히 몇 포인트에서 LiCl의 녹는 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포인트 9 지 에서 열손실이 많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L1  L2의 

열 의 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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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3.2. Schematic diagram for a salt transferring system and a        

 heating system of a salt ingot equipment.

  L1과 L2의 열 의 치를 이송 과 착되도록 조정한 후 온도가열시스

템의 온도를 650 ℃로 셋 하여 각 포인트의 온도를 측정해보았다. 그 결과, 

Table 4.3.3.1의 Test #3에 해당되는 실험결과는 열 의 치를 조정함으로

써 얻은 데이터이다. 여 히 포인트 9 지 에서 열손실이 많지만 체 으로 

모든 포인트에서 폐용융염의 녹는 인 615 ℃보다 높게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blank test를 통해 이송 의 가열시스템을 650 ℃로 셋 하여 

가열하는 것이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송 의 가열시스템을 600  

650 ℃로 셋 한 후 각 포인트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들을 Fig.4.3.3.3에 나타

내었다. 650 ℃ 셋 의 포인트 9 지 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포인트에서 폐

용융염이 녹아서 액체상태로 이송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포인트 9지 에서

의 온도는 615 ℃로 약간 불안한 상태이지만 진공감압에 의한 염 이송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앞으로 포인트 9 지 과 같은 데드

존이 생기지 않도록 이송  가열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의 Leak test

      실증용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는 진공감압의 원리로 해환원장치에 

있는 용융염을 이송하여 염잉곳을 제조하게 된다. 원활하고 효과 인 이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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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장치 내에 leak가 있어서는 안된다. Blank test를 통해 실증용 폐용

융염 제조장치의 leak test를 수행하 다. 우선 고온밸 를 잠그고 surge 

tank와 몰드 그리고 이송 에 진공펌 로 진공을 잡은 후 압력변화를 체크

하 다. 다음 Table 4.3.3.2는 압력을 측정한 결과이다.

Table 4.3.3.1 Measurement of temperature at each point for the 

transferring system

Point Test #1 Test #2 Test #3

Setting Temp.

(℃)

L1 600 600 650

L2 600 600 650

L3 600 600 650

L4 600 600 650

Nozzle 600 600 650

1 630 605 665

2 596 596 670

3 583 600 655

4 580 604 653

5 522 600 649

6 611 625 673

7 645 695

8 584 690

9 566 615

10 599 706

11 539 700



- 234 -

Measured point of the transfer line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Te
m

p.
 (o C

)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Set value : 600 oC
Set value : 650 oC

Melting point of molten salt

Fig.4.3.3.3. Measurement of temperature at each point for the transferring 

system.

Table 4.3.3.2. Pressure measurement of the salt ingot equipment for leak 

test

Time (h)
Pressure gauge at mold 

(kg/cm2)
Pressure gauge at surge tank 

(kg/cm2)

0 -1.000 -1.000

17 -1.000 -1.000

  진공펌 로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 내를 진공으로 잡은 후 몰드쪽과 

surge tank 쪽에 설치된 압력게이지로 압력을 측정하 다. 모두 -1.000 

kg/cm2
의 압력을 나타내었다. 17 시간이 경과한 후 압력을 측정해 본 결과 

압력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부터 폐용융염 ingot 제조장

치의 폐성이 우수함을 확인하 다. 

  (3)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의 원격운정성 평가

      폐용융염 잉곳제조공정의 운  순서에 따라 원격도구를 사용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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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유지보수와 이를 한 폐용융염 잉곳제조 장치의 설계요건을 살펴보면. 

hot cell 외부에서 조립된 폐용융염 제조장치는 rear door를 통해서 hot cell

내로 이송된 다음, crane을 사용하여 지정된 치로 옮겨서 설치된다. 따라서 

폐용융염 잉곳제조 장치의 총무게는 1.0 ton을 과하지 말아야 한다. 용융염 

이송을 해 line heater와 장치의 연결은 장치를 hot cell 내부에 설치한 다

음, 크 인으로 line heater를 든 다음 MSM을 사용하여 연결부 클램 를 체

결하여 line heater와 폐용융염 잉곳제조 장치 사이의 기 을 유지하도록 연

결한다. 

  폐용융염 잉곳제조 공정의 원격운 에 한 특성 평가를 수행하 다. 

Fig.4.3.3.4에서 보면 몰드 하우징에 보조도구와 크 인을 사용하여 몰드를 

장착할 수 있었다. 몰드뚜껑을 몰드에서 분리하기 해 MSM을 사용하여 원

격으로 조작하여 분리 가능함을 확인하 다. 몰드 운반 용기를 사용하여 몰

드가 장착된 몰드 하우징을 공기압에 의한 원격조작으로 몰드 고정 장치에 

장착하여 원격 운 성을 확인하 다. 고온용융염을 이송 을 통해 몰드에 이

송한 후 몰드를 해체하는 과정은 의 과정을 역순으로 하면 된다.

Fig.4.3.3.4. Remote operation for the salt ingot equipment.

  즉, 장착된 몰드 하우징을 공기압에 의한 원격조작으로 몰드 고정 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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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탈착하고 보조도구  MSM을 사용하여 몰드 뚜껑을 몰드에 체결한다. 

그리고 보조도구와 크 인을 사용하여 몰드를 몰드 하우징에서 꺼집어내어 

냉각시킨 후 neutron counter로 이송하여 몰드의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로써 폐용융염 잉곳제조 공정에 한 원격운 에 한 특성 평가

를 수행할 수 있었고, 몰드와 몰드 뚜껑의 분리  체결에 한 조작 가능성

도 확인하 다. 본 공정에서 stainless steel 재질의 몰드는 몰드 뚜껑과 체결

된 다음, 잉곳의 이송용기로 사용되게 되는데 이 경우 잉곳을 포함한 몰드의 

무게는 약 17 kg이 된다. 원격조작을 해서 뚜껑에는 보조도구의 돌출부와 

결합할 수 있는 홈이 있어야 한다. 한 보조도구에는 crane조작을 한 eye 

bolt, 그리고 MSM 조작을 용이하게 하는 knob 형태의 돌출부가 있어야 한

다.  

 다. 결론

    20 kgHM/batch 규모 실증용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를 설계요건에 따

라 hot cell에 설치 완료하 고 장치에 한 blank test를 통해 성능요건, 

해환원장치  후속장치와의 연계성 그리고 원격운 성에 한 종합 인 평

가를 수행한 결과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 ACP 공정시스템 수정/보완

 가. 20 kgHM/batch 규모의 기화학  속 환 장치

  (1) 공정안정성 측면

      속 환 시스템의 공정안 성을 향상시키기 해 산화/환원 극, 외부

반응기, 반응기 외부로 유출되는 off-gas 시스템의 콜드트랩에 한 수정/보

완을 통해 속 환시스템의 내구성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산

화/환원 극의 경우 실증용 속 환 시스템의 설계 시 기 항을 고려하여 

copper 재질을 이용하여 컨덕터를 제작하 으며 용융염 증기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해 비 도성 알루미나 튜   석면재질, STS 튜 를 이용하여 

컨덕터 외부에 보호막을 설치하 다. 이를 통해 해환원 반응에서 일시 인 

류 도의 증가와 같은 정 인 효과를 보 으나 백 극과의 연결문제 

 용융염에 의한 부식 상 등이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 안정성  극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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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고려하여 산화/환원 극의 컨덕터 재질을 STS로 교체하 으며 이로 

인해 장기간의 조업에서도 안정 인 극 포텐셜을 유지하 으며 기 항

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copper 재질에 비해 STS의 우수한 기계

 강도로 인하여 극의 유지보수  원격운 성 측면에서 유리하 다.

  산화 극에서 발생하는 Pt 용해 상은 고가의 백 의 손실과 속 환율 

감소 등을 래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 백 극과 컨덕터와의 연결방식 

 potentiostat의 기  연결을 수정하여 Pt 용해 상을 최소화하 다. 

한 환원 극에서 마그네시아 멤 인을 보호하기 한 하우징의 형태를 수

정하여 반응이 종결된 후 일체형 환원 극 내의 용융염의 양을 최소화함으

로써 반응기 해체단계에서 마그네시아 멤 인의 분리성능을 향상시켰다.

  해환원 반응이 650 ℃ 고온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STS 재질의 특성상 

반응기의 뒤틀림 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 용융염 증기가 반응기 

상부 랜지에 붙어있으므로 반응 종료 후 해체단계에서 반응기에 

mechanical stress가 가해지게 된다. 이러한 반응기 조립-운 -해체 기간에 

반응기의 뒤틀림 상을 방지하기 해 외부반응기의 지지 를 설치하여 핫

셀 바닥에 연결하 다. 이는 해환원 시스템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원격운

성에도 많은 도움을  것으로 기 된다. 한 핫셀 벤트라인에 휘발된 용융

염이 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기존의 콜드트랩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

하여 반응기 외부로 용융염의 휘발을 방지하 다.

  (2) 원격운 성 측면

     핫셀 내에서 속 환 시험을 수행하기 해서는 핫셀 차폐창에서의 

시야확보가 요하다. 설계 기에 반응기의 후면에 치한 랜지 체결볼트 

등에 한 시야 확보 방안으로 telescope manipulator를 이용할 정이었으

나 비시험 결과 실제 육안 조작에 비해 복잡하 다. 따라서 랜지 볼트의 

크기를 순차 으로 늘려 반응기 후면의 시야를 확보하고 핫셀 원격조작기의 

근성  운 성을 향상시켰다(Fig. 4.3.4.1). 핵물질  염 이송용기와 반응

기와의 체결성능  원격조작성을 향상시키기 해 반응기와 이송용기와의 

체결부 를 C-clamp로 변경하여 원격운 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 으며 10 

mmOD의 가이드를 랜지 양쪽에 설치하여 이송용기가 수직방향에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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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하 다.

Fig. 4.3.4.1. Photographs of the modified flange.

  한 기존의 볼밸 를 수정하여 작은 토크로도 볼밸 의 조작이 쉽도록 

수정하 다(Fig. 4.3.4.2). 실증용 속 환 반응기의 비성능 평가  처음 

2 회의 캠페인에서 Li2O 용해를 해 공압식 임펠러 믹서를 사용하 다. 그

러나 이 시스템에서 기계 인 문제 이 발생하 다.

  

Fig. 4.3.4.2. Photographs of the modified connection port of feed container.

  650 ℃의 고온에서 운 되는 속 환 반응기의 열팽창에 의해 믹서 기어

부분의 불균형 상  휘발된 용융염이 믹서의 mechanical seal 부분에 고

착되어 믹서의 기성능을 손실하 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고 Li2O의 

용해  원격조작성능을 높이기 해 Li2O 용해방식을 Ar purge 방식으로 

변경하 다. 2 개의 1/2“ 튜 를 반응기 양쪽 하단부에 설치하고 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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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을 반응기로 주입함으로써 용융염에서 물질 달을 증가시키고자 하 다. 

한 Li2O의 용해가 완료된 후 Ar 주입 튜 를 용융염 액  이상으로 들어 

올려 반응이 종결된 후 용융염 이송 시 고화된 LiCl-Li2O 염에 의한 

plugging 상을 방지하 다(Fig. 4.3.4.3).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650 ℃에서 

Li2O 용해속도를 측정한 결과 Li2O 주입 기에는 기존의 믹서를 이용한 경

우에 비해 용해속도가 낮았으나 최종 용해시간은 약 6 hr으로 임펠러 믹서

와 유사한 성능을 보 다(Fig. 4.3.4.4).

Fig. 4.3.4.3. Photograph of Li2O dissolution system by Ar pu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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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4.4. Variation of Li2O concentration in molten salt as a fun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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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CP 공정시스템 운 차서

 가. 20 kgHM/batch 규모의 기화학  속 환장치 운 차서

    속 환장치는 핫셀 바닥면에 고정되어 설치되는 외부 반응기  가열

로, 외부 반응기에 체결되는 랜지, 일체형 환원 극의 체결을 한 환원

극 랜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속 환장치의 운 시작 에 반응기 

 단 장치의 상태에 한 inspection을 수행하여야 한다. 상부 랜지에는 

원료물질 공 , 용융염 이송 , 시료채취 , 아르곤 가스 공   배출 이 

고정 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지보수가 상되는 산화 극, 기 극, 열

 등은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며 미리 결정된 치  높이에 설치한다. 산

화 극, 기 극, 열  등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알루미나 튜 에 의

해 연되며, Viton O-ring  Teflon에 의해 반응기의 기 을 유지하여야 

한다. 핫셀에서의 모든 작업은 원격조작기(manipulator), telescope 

manipulator  크 인에 의해 조작되어야 한다.

  (1) 속 환장치 조립

      속 환장치 조립은 내외부 반응용기 설치, 하단 랜지 조립, 일체형 

환원 극 조립, 일체형 환원 극 설치, 기 시험으로 나 어진다.

   (가) 반응기 설치

        외부반응기는 크 인을 이용하여 히터 내부에 설치한다. 히터는 핫

셀 내부의 워킹테이블 하부에 설치되어 워킹테이블 상부 20 cm 높이로 노출

되어 있다. 외부반응기와 용 되어 있는 랜지 상부는 반응기의 기 성을 

유지하기 해 2 개의 Viton O-ring을 끼운다. 외부반응기를 히터 내부에 설

치한 후 알루미나 연체를 크 인을 이용하여 외부 반응기 내에 설치한다. 

알루미나 연체는 과 알루미나 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 물질로써 

내부반응기와 외부반응기의 을 방지하여 기  연을 해 설치한다. 

이 때, 알루미나 용기가 깨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알루미나 연체가 

설치된 후 내부 반응기를 크 인을 이용하여 알루미나 용기 에 설치한다. 

이 때, 알루미나 용기가 crack이 가거나 깨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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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부 랜지 조립

        상부 랜지는 Li2O의 용해속도를 높이기 해 임펠러 형태의 교반

기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로, 상기 교반기는 공압식으로 구동된다. 임펠러가 

부식되거나  문제가 발생하 을 때 임펠러를 수정/보완하기 해 조립식으로 

제작하 다. 한 상부 랜지는 산화 극, 열 , 기 극 등이 체결되어 

해환원 반응  속 환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한 요한 부분이다. 

  상부 랜지를 반응기에 조립하기 에 산화 극을 상부 랜지에 체결하

여야 한다. 산화 극을 상부 랜지에 체결되기  용융염 계면에서 백

극의 침식을 막기 해 마그네시아 튜 를 용융염과의 계면 주 의 백

극과 STS 컨덕터와 백 극의 연결부에 걸쳐 착시킨다(Fig 4.3.5.1). 한 

반응기와 산화 극과의 연을 해 상부 랜지와 부분을 알루미나 튜

로 운다. 산화 극은 상부 랜지 하부로부터 두 개의 컨덕터 로드가 

랜지를 통하는 방식으로 체결된다. 랜지와 산화 극과의 연결방법은 실

리콘 O-ring C-클램 (1.25")를 사용함으로써 기 성을 유지한다.

Fig. 4.3.5.1. Anode module of an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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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2. Assembled flange of an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

  산화 극을 체결한 후 기 극을 상부 랜지의 상부에서 아랫방향으로 

조립한다. 기 극 역시 상부 랜지에 체결하기 에 반응기와의 부는 

알루미나 튜 를 이용하여 연시키고 용융염 계면부  STS 컨덕터와의 

체결부는 마그네시아 튜 로 워 용융염과의 직  을 피한다. 상부 

랜지와 열 의 연결 방법 역시 C-클램 (1.25")를 사용하여 기 성을 유지

한다. 반응기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기 해 K-type 열 를 랜지 상부에

서 아랫방향으로 끼워서 조립한다. 랜지와 열 의 체결 역시 원격조작성

을 고려하여 C-클램 (1.25")를 사용한다(Fig. 4.3.5.2). 상기 산화 극, 기

극  열 는 속 환 공정이 종결된 후에도 체결되어 있는 상태로 유

지보수를 하여 다음 캠페인을 비한다. 

  이상과 같이 단 장치의 조립이 끝난 후 상부 랜지를 속 환 반응기에 

체결하여야 한다. 상부 랜지에 조립된 단 장치의 안정성을 해 랜지는 

가  수직으로 반응기에 속되어야 한다. 이를 해 높이가 서로 다른 3

개의 가이드 (각각 4 cm OD × 115 cm, 111 cm, 108 cm High)을 외부 

반응기 상단에 끼운다. 조립된 랜지를 크 인으로 약 1.3 m를 들어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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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순차 으로 가이드에 끼워 하강시킨다. 이 때 가이드를 MSM으로 정 하

게 어주어야 한다. 하단 랜지가 반응기상부에 완 히 덮인 후 랜지와 

반응기의 기 을 유지하기 해 볼트가 체결된다. 이 때, 외부반응기의 랜

지 에 기 성을 유지하기 해 Viton O-ring을 끼워야 한다. 하단 볼트를 

하단 랜지의 홈으로 끼워 넣은 후 원격조작을 한 보조도구인 임팩트

치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한다. 

   (다) 일체형 환원 극 조립

        일체형 환원 극은 U3O8 분말 주입구가 연결되어 있는 환원 극 외

부몸체(140 mmOD), STS 컨덕터, 마그네시아 멤 인, U3O8 분말  하우

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개의 환원 극 하우징 에 마그네시아 멤 인

을 올린 후 환원 극 외부몸체를 크 인을 이용하여 바스켓 상부와 연결한

다. 이 때 마그네시아 바스켓이 손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 개의 하

우징과 환원 극 외부몸체의 볼트를 체결한 후 반 편 하우징을 체결한다

(Fig. 4.3.5.3).  환원 극의 컨덕터를 환원 극 랜지에 투입한 후 볼트를 

체결한다. 일체형 환원 극의 조립이 완료된 후 속 환 반응기의 앙에 

치한 환원 극 랜지에 크 인을 이용하여 연결한 후 랜지의 트를 

체결한다.

              

Fig. 4.3.5.3. Magnesia membrane and an integrated cathode assembly.



- 244 -

  (2) 기 성 테스트

      반응기의 조립이 완료된 후 기 성 테스트를 수행한다. 이를 해 먼

 반응기의 모든 밸 를 닫은 후 핫셀 컨트롤 룸에 있는 액체 아르곤 용기

의 밸 를 연다. 아르곤 유량을 조 하기 해 Mass Flow Controller 

(MFC) 양쪽 밸 를 연 후 100 L/min으로 아르곤 유량을 조 하여 반응기 

압력을 0.5 kg/㎠․G로 맞춘 후 아르곤 MFC를 잠근다. 이 후 약 15 분 정

도 반응기의 압력이 유지 되는지를 찰한 후 반응기 출구의 밸 를 열어 

압력을 기압으로 유지시킨다. 

  (3) 핵물질  반응물 주입

   (가) U3O8 분말주입

        속 환 공정에서 U3O8 분말층 높이는 용융염 계면의 높이와 일치

하여야 한다. U3O8 분말층을 실측함으로써 벌크 도에 의해 계산된 U3O8 

분말층의 높이를 실측치와 비교할 수 있으며 반응기에 주입되어야 할 용융

염의 양이 결정된다. 충진된 U3O8의 높이를 측정하기 해서는 U3O8 주입용

기를 반응기에 장착하기 에 U3O8 주입구로부터 환원 극의 마그네시아 멤

인 하단부까지의 깊이를 측정한 후 U3O8 분말 주입 후 분말층 상부까지

의 깊이를 고려하여 최종 U3O8 층높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식분말화 공정으로부터 U3O8 분말용기를 공 받은 후 U3O8 분말 용기를 

수직방향으로 2 개의 가이드 핀을 따라 반응기에 장착한 후 볼트를 체결한

다. U3O8 분말 용기의 진동기구(Vibrator)를 연결한 후 진동밸 를 열어 진

동기구를 작동시킨다. 반응기의 U3O8 주입밸 와 분말용기의 밸 를 열어 

U3O8 분말을 속 환 반응기에 주입한다. 분말 주입이 끝난 후 U3O8 용기

밸 와 반응기의 U3O8 주입밸 를 닫는다. 분말용기 랜지의 볼트를 풀어 

가이드를 따라 수직방향으로 반응기를 들어올려 해체한다.

   (나) LiCl 주입

        LiCl 염은 조해성이 있기 때문에 Ar 분 기의 로 박스에서 취

한다. Ar 로  박스에서 2 개의 주입용기(각각 30 kg 용량)에 LiCl (99%, 

～20 mesh, Alfa Aesar)를 주입한 후, 핫셀 내부의 반응기에 총 60 kg을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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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한다. LiCl이 주입된 용기는 핫셀 내부로 옮겨져 반응기의 염 주입구

에 체결한다. 이 때 LiCl 용기는 가이드를 따라 수직방향으로 반응기로 연결

되어 C-클램 로 체결한다. LiCl 주입용기의 연결이 완료된 후 밸 를 열어 

LiCl을 반응기로 공 한다. LiCl 60 kg의 주입이 끝난 후 밸 를 닫고 주입

용기를 크 인으로 제거한다. 그 후, 상온에서 0.5 kg/㎠․G의 압력으로 20 

회 Ar purge를 수행하여 반응기 내의 공기  수분을 제거하 다. Ar purge

는 반응기 내부의 온도가 300  650 ℃에 도달하 을 때 각각 수행하 다. 

반응기 내부온도가 650 ℃로 상승하여 1차로 주입한 LiCl이 완 히 용융된 

후 추가로 LiCl 30 kg을 주입하 다.

   (다) Li2O 주입

        650 ℃의 반응기 온도에서 LiCl의 용융이 완료된 후 Li2O를 주입한

다. Ar 로  박스에서 LiCl에 해 3 wt%가 되도록 Li2O (99.5%, 1/4 ～ 

100 mesh, CERAC)를 용기에 담아 반응기 내부로 주입한다. Li2O의 용해속

도를 높이기 해 60 ～ 100 rpm의 속도로 임펠러를 구동한다. 용융염 내 

Li2O의 농도를 측정하기 해 Li2O 주입 후 2 시간 단 로 용융염을 채취하

여 정법에 의해 Li2O 농도를 확인한다. 정법에 의한 Li2O 농도 측정은 

용융염 시료를 증류수에 녹인 후 페놀 탈 인 용액을 떨어뜨린 후 0.1 N 

HCl 용액을 이용하여 정한다.

  (4) 속 환 반응

      Li2O의 농도가 정상상태에 도달한 후 기화학  실험기법인 

chronopotentiometry를 사용하여 해환원 반응을 수행한다. 이 때 산화 극

에서 발생하는 산소기체를 반응기 외부로 배출하고 반응기를 불활성 분 기

로 유지할 수 있도록 5 ～ 10 L/min의 유량으로 Ar을 반응기 내부로 공 한

다. 반에 potentiostat를 이용하여 40 A의 류를 공 한 후 순차 으로 

류를 올려주어 해반응 속도를 상승시켰다. 이 때 potentiostat의 극  

 셀 를 확인하여 운 한계  (< 3.4 V)이하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속 환 반응 도  용융염 휘발에 의해 배출구가 막히게 되면 반응기

의 압력상승으로 인해 산화 극에서 발생하는 산소가 가스 상으로 배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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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용융염에서 산소농도가 증가한다. 이러한 상은 극 에 큰 

향을 미치므로 반응기의 압력계를 반드시 확인한다. 해반응 과정에서의 용

융염 내의 Li2O 농도변화를 측정하기 해 6 h 간격으로 용융염 시료를 채

취한 후 상기 방법에 의한 정법으로 Li2O 농도를 분석하 다. 원하는 양의 

하를 공 한 후 류공 을 단하고 해환원 반응을 종료시킨다. 해반

응이 종료된 후에도 반응온도를 650 ℃로 유지한 채 일체형 환원 극 STS 

컨덕터를 40 cm 들어올린다. 반응이 종료된 후에도 Ar을 지속 으로 공 하

여 고온에서 우라늄 속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5) 폐용융염 이송

      속 환 반응기를 해체하기 해서는 폐용융염을 이송하여 잉곳형태

로 제작하여야 한다. 폐용융염의 이송을 해 반응기 상부  용융염 이송

의 온도를 650 ℃ 이상으로 승온시킨 후 진공감압 조건을 이용하여 폐용융

염을 염잉곳 제조장치로 이송한다. 폐용융염 이송  염잉곳 제조의 상세한 

운 차는 다음 에서 기술된다.

  (6) 반응기 해체

      반응기의 온도가 상온으로 내려간 후 일체형 환원 극 랜지의 트

를 풀어 크 인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들어올린다. 일체형 환원 극이 반응기 

로 완 히 올라간 후 환원 극을 으로 이동시켜 일체형 환원 극 해체

를 한 원격 보조도구에 장착한다. 환원 극의 하우징  컨덕터를 제거한 

후 마그네시아 멤 인을 smelter로 이송한다. 

  반응기 상부 랜지를 들어올리기 해 먼  가스 배출구의 C-클램 를 

푼 후 용융염 믹서 베벨기어를 들어올린다. 상부 랜지의 트를 푼 후 반

응기 상부 랜지를 들어 올려 산화 극, 기 극, 열  등의 건 성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7) 용용염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의 반응기 해체

      용융염 이송 이 막히거나 용융염 잉곳제조 장치에 문제가 생겨 용융

염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반응기를 해체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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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배출구를 풀고 크 인을 이용하여 배출가스 라인과 믹서 베벨기어를 들

어올린다. 일체형 환원 극의 STS 컨덕터를 우라늄 높이 이상 들어올린다

(약 40 cm). 상부 지 볼트를 풀고 크 인을 이용하여 상부 랜지를 들

어올린다. 그 후 용융염이 휘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상부 랜지를 덮을 

수 있는 보조도구를 크 인을 이용하여 상부 지 에 장착한다. 반응기 

가열로의 원을 끄고 Ar을 5 L/min로 공 하여 우라늄이 산화되는 것을 방

지한다. 

  (8) 운 차도

      Fig. 5.3.5.4에 ACP 핫셀에서 수행한 해환원 실험에 한 운 차

도가 나타나 있다. 일회의 캠페인을 해 반응기 조립-반응물 주입-가열-

해환원-염잉곳 제조-냉각-해체 등의 차에 걸쳐 12일이 소요되었다.

운전항목 day night day night day night day night day night day night day night day night day night day night day night day night

반응기조립

반응물공급

가스공급

아르곤Purge

가열

온도구배 측정

전류공급

샘플링

전류중단

용융염이송/
염잉곳제조

반응기 냉각 및
금속우라늄 이송

스멜터운전

조업종료

1 2 3 4 5 6 11 127 8 9 10

U3O8, LiCl

Ar, Cooling air

상온 300°C 650°C

40A, 20 h 50A, 10 h, 60A 30 h80A, 20 h, 60A 20 h40A, 20 h

금속우라늄 샘플링

Li2O

용융염 샘플링

Fig. 4.3.5.4. Operation procedure of an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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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melter 운 차서

  (1) 목

      본 운 차서는 차세 리종합공정실증시설(ACPF)의 공정셀에 설치

되어 있는 smelter를 안 하게 운 하기 한 차와 일상 인 검사항을 

기술한 것이다. Smelter의 올바른 사용을 해서는 본 운 차서를 숙지하

고 공정과 장치의 특성을 충분히 악한 상태에서 운 하여야만 하며, 본 운

차서에 기술된 내용을 수하여야만 한다.

  (2) 용범

      본 운 차서는 차세 리종합공정 실증시설 내 핫셀에서의 안 한 

공정운 을 한 것으로서 smelter의 운   smelting 공정 시험의 업무에 

용한다.

  (3) 용범

      ACPF 시설 운 책임자는 시설의 안 한 공정 운 조건을 정의하고 

각 장치가 품질요건에 합하게 운 되도록 책임을 가진다. 장치 실무자는 

본 차서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며, 본 차서에 있는 작업표에 기록해야 할 

책임이 있다. 

  (4) Smelter 장치  공정 설명

  (가) Smelter 장치의 개요

        ACPF 운 내의 smelter 장치는 산화물 연료를 LiCl-Li2O 용융염 

매질에서 해환원하여 제조한 속 환체 분말로부터 잔류용융염을 분리하

고 속잉곳을 제조하는 장치이다. 즉, Fig. 4.3.5.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진공

가열용 chamber에 부착된 극에 의한 간 항식 가열방식에 의하여 해

환원된 속 환체를 1,150 ℃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잔류염을 분리하고 

속분말을 용해한 다음, 냉각하여 속잉곳으로 제조하는 장치를 말한다. 

속잉곳제조 장치는 진공  비활성 기체 분 기에서 조업을 할 수 있으며, 

공냉식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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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증용 속잉곳제조 장치의 제원

        속잉곳제조 장치의 본체 외장은 stainless steel 304 재질로 높이

(H) 1,155 mm, 직경(D) 850 mm이며, 내부용기는 속 환공정에서 이송되

어온 마그네시아 용기 (OD 170 mm × 420 mmH)를 담을 수 있도록 H 520 

mm, ID 180 mm이다. 가열로 power supply의 SCR는 55 kW이고, power 

transformer의 용량도 55 kW이다.

  Heater cable은 200 mm2, 600 A  4 set이며, power feed-through는 구리 

재질의 2500 A , 2 set이다. 가열용 chamber와 발열체 사이에는 단열을 

하여 흑연 rigid felt 8 sheet, soft felt 3 roll, lining 1 set가 존재하게 된다

(Fig. 4.3.5.6). 

Fig. 4.3.5.5. A final drawing of smelter installed in A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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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6. Smelter and its inner vessel.

   (다) 속잉곳제조 장치의 공정

        해환원공정에서 제조된 속 환체는 잔류염과 함께 다공성 마그

네시아 필터내에 존재하며,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속잉곳제조 장치의 흑연 

내부용기에 담긴 채로 속잉곳제조 장치 내부로 도입되게 된다. 체 인 

속잉곳제조 공정은 1) 휘발에 의한 잔류염 제거, 2) 속분말의 용융, 3) 

용융체의 고화에 의한 잉곳제조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잔류염 제거 단계

는 ～ 900 ℃의 진공 혹은 Ar 분 기에서, 두 번째 용융 단계는 ～1,200 ℃

의 온도에서 Am 같은 휘발성 속성분의 휘발배출을 막기 하여 Ar 분

기에서 각각 수행된다. 희토류 등의 환원되지 못한 산화물들은 도차에 의

하여 생성된 속잉곳의 상층부에 불순물로 존재하게 된다. 원격취 기구를 

이용한 내부용기의 속잉곳장치로의 원격이송  반출은 Fig. 4.3.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이드 과 크 인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5) 사 검

      시험을 수행하기 에 사  체크해야 하는 사항에 하여 간략하게 언

(공 가스 압력, 온도센서 원격조작장비 등)하고 작업표에 사 검 사항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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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속잉곳제조 장치의 콘솔 넬  장치 부품들에 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나) 원격 조작 장치들에 한 작동성을 확인한다.

Fig. 4.3.5.7. A drawing on the remote handling of inner vessel.

  (6) 속잉곳제조 공정 차 

      작업표에 차가 기록되어 있으며, smelter 상세 운 에 하여는 다음

과 같다.

      ○운 시작 에 기계의 정지 상태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한다.

        - 진공 밸 는 닫  있음.

        - 제어반 면부 조작 넬에 있는 모든 스 치는 OFF 상태.

        - 냉각기체 밸  닫  있음.

      ○ 면부 조작 넬에 있는 control breaker ON.

      ○Vent 밸 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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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연재질 Smelter 내부용기에 속 환장치에서 분리된 다공성 

        마그네시아 용기( 속 환체를 담고 있음)를 집어넣는다.(smelter 외  

        부에서 작업). 

      ○Smelter 상 을 몸체에서 분리하고, 내부용기를 smelter 내부로 

        장입한다.

        - MSM으로 crane의 hook를 smelter 상 의 고리에 건다.

        - TSM과 임팩트 치를 이용하여 상 과 smelter 몸체 사이의 기  

          을 유지하게 하는 6 개의 볼트를 풀어낸다.

        - Crane을 이용하여 smelter 상 을 장치 외부 거치 에 내려놓는  

          다.

        - Crane을 이용하여 smelter 내부용기를 smelter 내부에 장입한다.

        - Crane을 이용하여 smelter 상 을 smelter 몸체 에 올려놓는다.

      ○TSM과 임팩트 치를 이용하여 상 과 smelter 몸체 사이의 기   

        을 유지하게 하는 6 개의 볼트를 체결하여 smelter 상부 door를 닫  

        는다.

      ○벨로우즈 밸 를 체결하고, vent 밸 를 닫는다.

      ○진공펌 를 작동시킨다(vacuum pump braker ON).

      ○진공밸 를 연다.

      ○Vacuum gauge로 진공도 확인한다.(이 때 진공도는 30 mtorr 이하  

      여야 한다.)

      ○진공상태의 조업이 아니고 알곤 기체를 계속 공 /배출시키며 조업  

   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vacuum gauge를 OFF 한 후 vacuum 밸   

   를 닫고 알곤 기체를 공 하도록 한다.

        - Gas outlet V/V를 연다.

        - Gas inlet V/V를 연다.

        - 유량계를 이용하여 기체 유속을 조 한다.

      ○공냉 시스템을 작동한다.

        - 냉각 기체 라인의 밸 를 연다.

      ○가열을 시작하기 에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Furnace braker와 power toggle S/W의 OFF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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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도 조정용 가변 항의 “0” 상태.

        - 장비 내부에 냉각기체가 흐르는 여부 확인

        - 기기 내부  외부에 leak가 없는지 확인.

      ○Furnace braker ON.

      ○Power toggle S/W ON.

      ○작업 상황에 따라 작업 운 을 수동이나 자동으로 맞춘다.

        - 이상 발생 시에는 furnace power를 OFF.

        - 이상 발생 해제 시에는 복귀(RESET) 버튼을 른다.

      ○Smelting이 끝나면 온도조정용 가변 항을 ‘0’으로 내린다.

      ○Furnace braker를 OFF.

      ○상온으로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Vacuum gauge OFF.

      ○Vacuum V/V OFF.

      ○Vacuum pump S/W OFF.

      ○Vent V/V OPEN.

      ○벨로우즈 밸 를 분리한 다음, Smelter 상 을 몸체에서 분리하고   

      내부용기를 꺼낸다.

        - MSM으로 crane의 hook를 smelter 상 의 고리에 건다.

        - TSM과 임팩트 치를 이용하여 상 과 smelter 몸체 사이의 기  

          을 유지하게 하는 6 개의 볼트를 풀어낸다.

        - Crane을 이용하여 smelter 상 을 장치 외부 거치 에 내려놓는  

          다.

        - Crane을 이용하여 smelter 내부용기를 smelter 외부로 꺼낸다.

        - Crane을 이용하여 smelter 상 을 smelter 에 올려놓는다.

      ○TSM과 임팩트 치를 이용하여 상 과 smelter 몸체 사이의 기   

      을 유지하게 하는 6 개의 볼트를 체결하여 smelter 상 을 몸체와  

      결합시킨다.

      ○Vent V/V CLOSE.

      ○Control breaker OFF.

      ○냉각 기체 V/V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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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elter 내부용기에서 마그네시아 용기  속 ingot 그리고 몰드  

      를 꺼낸다(Smelter 외부에서 작업).

(7) 주의사항

      ○Smelter의 흑연재질이 산화되어 타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다  

     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진공펌 를 작동하여 진공도가 30 mtorr 이하가 되었을 때 가열  

           을 시작한다.

        - 가열 실험이 끝난 후 진공을 기할 경우에는 시스템 내부의 온  

          도가 200 ℃ 이하로 냉각이 된 후에 진공을 기한다.

        - 알곤 기체 분 기 실험에서는 시스템 내부 온도가 200 ℃ 이하로  

          냉각이 된 후에 알곤 기체 공 을 단한다.

      ○인터록이 발생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반드시 RESET 버튼을   

        러주어야 한다.

      ○펌 의 오일이 역류되어 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밸 의 조  

        작순서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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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공을 기할 때: 1) vacuum 밸  CLOSE, 2) vacuum pump    

        OFF.

Fig. 4.3.5.8. Control panel of smelter installed in A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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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5.1. Check list of the smelter before the operation

No. Check Item Confirm Remarks

1 장치부품이 이상없이 연결되어 있는가?

2 콘솔은 이상없이 작동하는가?

3 원격조작 장비는 이상없이 작동하는가?

4
Vacuum pump 시스템은 이상없이 작동하는

가?

5
Ar  냉각 공기 공  시스템은 이상없이  

작동하는가?

Table 4.3.5.2. Check list of the smelter after the operation

No. Check Item Confirm Remarks

1 장치부품이 이상없이 연결되어 있는가?

2 콘솔은 이상없이 작동하는가?

3 원격조작 장비는 이상없이 작동하는가?

4
Vacuum pump 시스템은 이상없이 작동하는

가?

5
Ar  냉각 공기 공  시스템은 이상없이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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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peration Action Confirm Remarks

1 제어반의 control breaker ON

2 Vent 밸 를 ON

3
속잉곳제조 장치 상 을 몸체에서 분리하고 

내부용기를 속잉곳제조 장치의 내부로 장입
한다.

4
TSM과 임팩트 치를 이용하여 6개의 볼트
를 체결하여 상 과 몸체를 결합시키고, 염트
랩과 연결되는 벨로우즈 밸 를 체결한다.

5
진공 는 알곤 분 기 조업조건에 따라, 진
공밸 , vent 밸 , Gas inlet 밸 , Gas outlet 
밸 를 조정한다.

6 냉각용 공기를 공 한다.

7
Furnace braker와 Power toggle 스 치를 On 
한다.

8
온도 로그램에 따라 가열과 사이클 운 을 
시작한다.

9
가열이 끝나면 온도조정용 가변 항을 ‘0’으로 
조정한다.

10
Furnace braker를 Off 하고 상온으로 식을 때
까지 기다린다.

11
진공과 Ar 분 기 제어 밸   냉각 공기 
공  밸 를 조정한다.

12
속잉곳제조 장치 상 을 몸체에서 분리하고 

내부용기를 속잉곳제조 장치의 외부로 빼낸
다.

Table 4.3.5.3. Operation procedure of the sm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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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폐용융염 이송시스템  폐용융염 Ingot 제조시스템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의 운 차서는 다음과 같다.

  (1) 운 시작 에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①용융염 이송 의 고온밸   모든 밸 가 닫  있는지 확인.

②제어반의 모든 스 치는 OFF 상태인지 확인

  (2) 몰드(염잉곳 6.3 kg)에 뚜껑을 체결하여 16개를 실증시설 안에 넣는다.

  (3) 제어반의 주 원 ON, 이송  가열기를 650 ℃로 설정하여 스 치를   

ON

  (4) 몰드하우징의 운반용기를 몰드 고정 장치 에서 앞으로 진 한다.

  (5) 몰드를 원격보조도구와 크 인을 이용하여 몰드하우징에 장착한 다음  

      뚜껑을 분리하여 바닥에 내려 둔다. 

  (6) 몰드하우징의 운반용기를 몰드 고정 장치 으로 후진한다.

  (7) 몰드하우징을 상승하여 몰드를 몰드 고정 장치에 장착한다.

  (8) 고온 밸 를 잠근 상태에서 진공펌 를 작동하여 장치 체를 진공으  

      로 잡은 다음 surge tank의 진공 밸 를 닫고, leak test를 한다.

  (9) leak test 결과 이상이 없으면, Ar가스를 공 하여 몰드의 압력을 상압  

     으로 조 하고, 용융염이 배출되는 노즐의 가열로를 ON.

  (10) 몰드 가열기를 가열하여 몰드표면에 설치한 열 의 온도가 90 ～   

       100 ℃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11) 용융염 이송   노즐의 온도가 650 ℃, 몰드 표면온도 90 ～ 100℃  

       에 도달하면, 몰드와 surge tank 사이에 있는 밸 를 닫고, 진공 밸  

       를 열어 surge tank내부를 진공으로(진공게이지를 보고 확인 : 시  

       간을 체크하여 기록) 잡은 다음 진공밸 를 닫는다.

  (12) 용융염 이송 의 고온밸 를 열고 몰드와 surge tank사이에 있는 밸  

       를 열어 용융염을 이송한다.(압력변화 찰  기록)

       • 용융염이 부 이송되었다고 단되면(압력 게이지로 확인) 시간  

          을 체크하여 기록하고, 몰드와 surge tank 사이에 있는 밸 를 닫  

          고, 몰드에서 배기 쪽의 밸 를 열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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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 환 장치에서 용융염 이송 을 통하여 나오는 fume을 막기  

          해 노즐가열로 OFF.

       • 몰드 고정 장치와 몰드 하우징 사이에 설치된 공기 공 노즐을   

          통하여 일정량의 공기를 공 하여 몰드  몰드고정 장치를 냉각  

          하여 O링을 보호한다. 

  (13) 용융염이 이송되면서 발생한 fume을 제거하기 해 알곤 가스를 일정  

       한속도로 공 하면서, 동시에 용융염을 냉각하여 고체의 염이 될 때  

       까지 연속 으로 공 한다.

  (14) 용융염이 충분히 냉각되어 고화되었다고 단되면(몰드의 표면 온도  

       로 확인), 몰드하우징을 하강한다.

  (15) 몰드하우징의 운반용기를 몰드 고정 장치 에서 앞으로 진 한다.

  (16) 원격 보조도구와 크 인을 이용하여 몰드에 뚜껑을 장착하고, 몰드를  

       몰드하우징에서 밖으로 집어낸다. 

       • 이송된 용융염의 양을 계량하여(무게측정) 기록하고, 용융염의 양  

          이 당한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검사결과 이상이 있으면 surge  

           tank의 부피를 조 해야 한다.

       • 몰드 고정 장치와 노즐 부 의 상태를 찰하여 용융염이 튀어서  

          벽면에 묻었는지 살펴보고 결과를 기록한다. 만일 이상이 있으면  

          수정작업을 하여 보완한 다음 실험을 계속한다.

  (17) 새로운 몰드를 몰드하우징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어서 바닥에 내려놓  

       는다.

  (18) 6∼17을 반복하여 속 환 장치의 용융염을 부 처리한다.

  (19) 속 환 장치의 용융염이 부 처리되면, 배 반의 모든 가열기의   

       스 치를 끄고, 고온밸 를 닫고, 장치의 온도가 150 ℃이하가 되면,  

       모든 밸 를 닫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0) 주 원 OFF

  (21) 염 잉곳이 들어있는 몰드는 하루 정도 충분히 냉각시킨 다음, 보조도  

       구와 크 인을 이용하여 neutron counter에 옮겨서 방사능을 측정한  

       다음 storage vault에 임시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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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ACP 공정시스템 성능평가

제 1  20 kgHM/batch 규모의 기화학  속 환장치

1. U3O8을 이용한 기화학  속 환 장치 성능 평가

 가. 실험방법

    실증용 속 환 시스템의 실험방법은 운 차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는 U3O8 분말을 이용한 해환원 실험방법에 해 간단히 요약

하고자 한다.

  U3O8의 해환원 반응실험은 Ar 분 기의 불활성분 기에서 650 ℃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수행하 다. 실험에 사용한 U3O8은 UO2 펠렛을 건

식분말화 공정을 거쳐 제조하 다. 반응기의 조립을 완료한 후 U3O8 분말과 

LiCl 염을 반응기로 주입한 후 반응기의 온도를 650 ℃로 상승시켰다. 반응

기의 온도가 상승하는 동안 상온, 300 ℃  650 ℃에서 Ar 기체를 이용하

여 각각 20 회씩 purge함으로써 반응기내의 수분과 공기를 제거하 다. LiCl

이 용융된 후 3 wt%의 Li2O를 반응기내로 주입한 후 반응기에 설치된 믹서

를 구동시켜 Li2O를 용해시킨다. Li2O가 용해된 후 기화학  실험기법인 

chronopotentiometry를 사용하여 일정 류를 공 함으로써 U3O8의 기화

학  속 환을 수행하 다. 해반응 동안 Li2O 농도변화를 측정하기 해 

6 시간 간격으로 1 g 정도의 용융염 시료를 채취하여 정법을 통해 Li2O 

농도를 분석하 다. 해반응이 종결된 후 용융염을 용융염 잉곳제조장치로 

이송한 후 반응기를 해체하여 일체형 환원 극 내의 속 환 시료를 치

별로 9 개를 채취하 다. 채취된 시료를 증류수에 세척하여 용융염과 속우

라늄을 분리한 후 시료  용융염의 무게분율  Li 속/Li2O 농도를 측정

하 으며 우라늄 속의 특성 악을 해 X-ray diffraction method (XRD), 

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등의 분석기법을 이용하 다.

 나. U3O8을 이용한 기화학  속 환장치의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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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환원 반응에 한 용융염의 향

      실증용 속 환시스템의 성능평가를 해 10 kg의 U3O8 분말을 이용

하여 해환원 반응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기화학반응을 한 해질

로는 LiCl-3 wt% Li2O가 사용되었다. 650 ℃의 온도에서 LiCl에 한 Li2O

의 용해도는 11.9 mol%(8.7 wt%)로 보고되어 있으며[5.1.1.1], 실증용 속

환시스템 비성능 평가에서도 밝혔듯이 3 wt% Li2O는 6 시간 이후에 LiCl 

용융염에 완 히 용해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밝 졌듯이 본 실험조건에서 

U3O8의 환원반응은 주로 간  해(Indirect reduction mechanism)에 의해 

발생한다[5.1.1.2-5.1.1.6]. 간  해환원 반응은 환원 극에서 기화학 으

로 발생하는 리튬 속에 의해 U3O8이 속으로 환되는 다음과 같은 화학

반응을 포함한다.

U3O8 + 16Li → 3U + 8Li2O

  이 경우 1몰의 U3O8을 환원시키는데 필요한 리튬 속은 16 몰이 되며 

이를 Li2O로 환산하면 8 몰의 Li2O가 필요하게 된다. 10 kg U3O8은 11.8 

mol에 해당하며 이를 속으로 환시키는데 필요한 Li2O의 이론 인 양은 

2.82 kg이며 이를 기분해 시킬 때 필요한 하량은 18,337,292 coulomb이 

된다. 본 연구에서 10 kg U3O8을 환원시키기 해 사용된 LiCl과 Li2O의 

양은 각각 90 kg  3 kg 이었다. 3 kg의 Li2O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U3O8을 속으로 환시키기 한 이론치 2.82 kg과 유사한 값이다. 

  기화학  속 환장치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용융염에서 걸리는 

기  항은 시스템의 압 강하(Potential drop)로 이어진다[5.1.1.7]. 

××

여기서 ΔP는 압강하, R은 용융염에 의한 항, I는 류  A는 

극면 이다. 본 기화학  속 환장치에서 용융염에 의해 걸리는 

압강하 ΔP는 류 도와 선형 으로 비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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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P(V) = 0.169(Ω․cm) × 11.5(cm) × Current density(A/cm2)

  Fig. 5.1.1.1은 실증용 기화학  속 환 반응기에서 류 도에 따른 

LiCl 용융염에 의한 압강하를 보여주고 있다. 공정이 100 mA/cm
2의 

류 도로 운 될 경우 0.1946 V의 압강하가 나타난다. 

   

Fig. 5.1.1.1. Potential drop as a function of current density in 20          

             kgHM/batch reactor.

  극반응속도를 늘리기 해 류 도의 향상이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고려하면 해질에 의한 압강하를 이기 해서는 산화-환

원 극간 거리를 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기화학  속 환 

시스템에서 U3O8 분말과 마그네시아 멤 인을 이용하여 해환원 반응을 

수행할 때 환원 극 층(U3O8 분말 + 마그네시아 멤 인)에 걸리는 압강

하는 약 0.08 V로 계산되었다[5.1.1.8]. 따라서 극에서 걸리는 항을 무시

할 때 기화학  속 환시스템의 조업 범 를 충족시키면서 반응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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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한으로 높이기 해서는 류가 시스템에 흐르기 한 압강하를 최소

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질인 LiCl-3 wt% Li2O는 해환원 반응 동안 높은 온도(650 ℃)

로 인하여 휘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량 포함되어 있는 

Li2O는 무시하고 LiCl의 증기압  휘발되는 LiCl의 양을 유추하 다. LiCl의 

증기압 변화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5.1.1.9].

log p(mmHg) = -10,760 × T
-1 - 4.02 × log T + 22.30

여기서 p는 LiCl의 증기압, T는 온도(K)이다. Fig. 5.1.1.2에는 온도에 따른 

LiCl의 증기압 변화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Fig. 5.1.1.2. Vapor pressure of LiCl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상기 식에 의해 계산된 650 ℃에서의 LiCl 증기압은 0.053 mmHg가 된다. 

계산된 증기압을 바탕으로 LiCl이 휘발되는 정도는 다음 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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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 = gas incident rate, M = molecular weight, R = gas constant, 

T = temperature, P = vapor pressure, C = conversion factor이다. 이 게 

계산된 LiCl의 휘발양은 650 ℃에서 0.54 g/s이지만 해환원 반응기의 가스

상은 650 ℃보다 낮게 운 되며 특히 상부 랜지의 온도를 160 ℃이하로 유

지하고 있으며 이 조건에서의 증기압은 거의 0에 가깝다. 한 반응기 상부

에 방열 을 설치하여 계면에서 휘발되는 용융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고려한

다면 용융염 휘발양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기의 조건은 

기체 분자운동론에 입각하여 계산된 것으로 실증용 속 환 장치와 같은 

가스상 흐름이 있는 경우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가스상 흐름에 의

해 용융염이 반응기 배출 을 통해 일부 빠져나갈 것으로 측되며 반응기 

후단부에 있는 콜드트랩을 통해 회수되어야 한다.

  (2) Chronopotentiometry 방법에 의한 해환원 반응

      U3O8의 해환원 반응의 조업범 는 LiCl, Li2O  U3O8의 분해  

차이에 근거한다. Table 5.1.1.1은 용융염  반응물에 한 표  Gibbs free 

energy  이론 분해 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5.1.1.1에서 볼 수 있듯이 

Li2O와 LiCl 분해  사이의 -2.47 ～ -3.46 V 조업범 에서 LiCl의 분해반

응 없이 선택 으로 Li2O를 기분해하여 환원 극에서 속 리튬을 생성할 

수 있다 [5.1.1.2]. 이 게 생성된 속 리튬은 U3O8의 환원반응에서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속리튬은 일체형환원 극의 마그네시아 멤 인 내에

서 우라늄산화물과 반응하여 속우라늄과 Li2O를 생성시키며 이 때 생성된 

Li2O는 용융염 매질 내에서 Li+ 이온과 O2- 이온으로 해리된다. O2- 이온은 

마그네시아 멤 인 내에서 축 되어 국부 으로 농도가 높아지게 되며 용

융염 벌크와 마그네시아 멤 인내의 O2- 이온의 농도차가 생기게 된다. 이 

결과로 인하여 O2- 이온은 일체형 환원 극으로부터 용융염 벌크로 확산되며 

궁극 으로 산화 극에서 산소기체로 시스템으로부터 방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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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1.1. Standard △Gf and the theoretical decompostion potential of  

              pure substances at 650 ℃

Reaction △Gf (kcal/mol)
Theoretical decomposition

potential (V)

Li2O → 2Li + 1/2O2 114 -2.47

LiCl → Li + 1/2Cl2 79.8 -3.46

UO2 → U + O2 221.1 -2.40

U3O8 → 3UO2 + O2 44.4 -0.48

  상기와 같은 반응 메커니즘에 하여 Gourishankar et al.[5.1.1.10]는 간

해환원반응(Indirect reduction mechanism)이라고 보고하 다. 간 해환

원반응은 우라늄산화물에서 격자산소가 직  제거되는 직 해환원 반응에 

비해 해환원 반응 구 성  반응속도가 빠르며 조업이 상 으로 용이

한 장 이 있다. 한 Jeong et al.[5.1.1.5]은 상기와 같은 반응 메커니즘을 

EC 메커니즘(Electrode reaction followed by chemical reaction mechanism)

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 다.

환원 극:  Li
+ + e- → Li                 

U3O8 + 16Li → 3U + 8Li2O

Li2O → 2Li+ + O2-

산화 극:    O2- → 1/2O2 (g) + 2e
-

  고온(650 ℃)에서 용융염 내에서 U3O8은 비교  쉽게 UO2로 분해되기도 

하며 따라서 EC 메커니즘에서 화학반응에 해당하는 우라늄산화물의 환원반

응은 U3O8과 UO2의 혼합 상으로 존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실증용 속 환시스템에서 U3O8 분말의 해환원 반응을 구

시키기 해 chronopotentiometry 방법을 사용하 다. Chronopotentio- 

metry 기법은 류를 제어함으로써 일정 류를 시스템 내에 공 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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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극의 변화를 찰하는 방법이다. Fig. 5.1.1.3은 실증용 속 환장

치에서 LiCl-3 wt% Li2O 용융염을 이용하여 U3O8 분말의 chronopotentio- 

gram을 보인 그림이다. Fig. 5.1.1.3은 U3O8 해과정에서 극  셀  변

화를 가해  류와 함께 도시하 다. 일정 류공  조건에서 유사기 극

(pseudo-reference electrode)인 백 극을 기 으로 변화를 측정하 을 

때 반응 기에 산화 극과 환원 극 가 격히 낮아지면서 평형상태

(quasi-steady state)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응 기 산화/환원 극

의 변화는 반응기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4 시간의 

해반응 후에 안정화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류변화에 따른 극  셀 

를 측정하기 해 40 A에서 시작하여 80 A 까지 류를 단계 으로 증가

시켰으며, 이 때 셀 는 공정기 인 3.46 V보다 낮은 3.0 V 이하로 유지되

었다. 

  해환원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20 hr에서 산화 극 가 0.4 V 까지 

증가하는 이상  거동이 확인되었다. 이 이유는 Potentiostat로부터 류를 

공 하기 해 연결하는 산화 극 단자에서 Viton O-ring이 고온에서 느슨

해짐으로써 기 항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20 hr 부근에서 산화

극 단자의 을 증가시킴으로써 운 상의 문제 을 해결하 으며 이 결과

로 Fig. 5.1.1.3에서 보인 바와 같이 20 hr의 반응시간에서 산화 극 가 

0.2 V이하로 감소하 다. 이러한 상은 공정 운 상에서 온도가 충분히 올

라간 후 류를 가하기 에 안정한 기화학반응을 해서는 각 단자에 

한 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며 실증용 속 환 공정의 조업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반응도  산화 극과 환원 극의 변화는 극반응에 한 많은 정보

를 제공한다. 특히 공학용 속 환 반응기의 scale-up 측면에서 류 도를 

낮추는 것이 요하며, 해셀의 특성상 조업가능한 에 한 한계 류

도가 존재한다는 에서 해셀의 configuration  재질의 최 화를 통해 

동일한 인가 류에서 가  산화 극과 환원 극의 를 낮추는 것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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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1.3. Chronopotentiometric curve in the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in 20 kgHM/batch reactor.

  U3O8 분말을 우라늄 속으로 환원시키기 한 실증용 속 환 시스템은 

본 연구과제에서 2004년까지 수행된 mock-up 시스템의 결과를 바탕으로 환

원  산화 극의 컨덕터 재질을 기존의 STS(비 항 : 7.2 × 10-6 Ω․

cm2/cm)에서 기 도도가 우수한 copper 재질(비 항 : 1.72 × 10-6 Ω․

cm2/cm)로 교체함으로써 과 압을 최소화하여 극 를 낮추고자 하

다. 

  Fig. 5.1.1.4은 실증용 속 환 시스템과 mock-up 시스템에서의 인가 류

에 따른 환원 극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본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실증용 속 환 시스템에서의 환원 극 가 mock-up 시스템에 비해 크

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속 환 장치의 셀 

를 낮춤으로써 조업 허용  (< 3.46 V) 내에서 류 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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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1.4. Cathode potential as a function of the applied current in (A)  

            mock-up system and (B) ACP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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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 결과에서 극반응의 구동력인 과 압(overpotential, η)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η=E-E eq

평형  Eeq 는 Fig. 5.1.1.4(A)의 y- 편으로 가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실

증용 속 환 시스템에서의 과 압이 mock-up 시스템에 비해 크게 감소함

을 알 수 있다. 실증용 속 환장치에서 U3O8 분말을 이용한 해환원 실

험결과에 의하면 평형 는 -2.365 V가 되며 40, 50, 60  80 A에서의 과

압은 η 각각 -0.125, -0.165, -0.188  -0.255 V가 된다. 이 때 해당하는 

lnA 값은 각각 3.689, 3.912, 4.094  4.382이다. 

  한편 기화학 반응기에서 반응기의 교반이 잘되거나 해질 벌크와 극

표면과의 농도차가 작아서 물질 달에 의한 향이 없다면 과 압과 류와

의 계는 잘 알려진 Butler-Volmer 식으로 표 될 수 있다[5.1.1.6, 5.1.1.11].

  
  

여기서, i = current,

i0 = exchange current

α = transfer coefficient

f = F/RT

 η = overpotential 

  일체형 환원 극 내에서 과 압이 큰 값을 보인다면 의 Butler-Volmer 

식은 Tafel 형태로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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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은 잘 알려진 Tafel form으로 바뀔 수 있으며 이 때 Tafel constant는 

다음과 같다.




,     


  Fig. 5.1.1.5에는 실증용 속 환 반응기의 환원 극에 한 Tafel plot이 

보여 졌다. 이 그림으로부터 교환 류(exchange current, i0)와 transfer 

coefficient α를 구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i0 와 α는 각각 20.5 A  0.43이 

계산된다. 부분의 기화학 시스템에서 transfer coefficient는 0.3 ～ 0.7 사

이에 치한다는 [5.1.1.11]에서 실증용 속 환 시스템에서 구한 0.43 값

은 합리 이라고 볼 수 있다. 한 Park et al.[5.1.1.6]은 bench scale 반응기

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층 두께  마그네시아 멤 인 두께를 달리하여 상

기와 같은 방법으로 교환 류  transfer coefficient를 도출하 다. 이들은 

실험에 의해 계산된 α값이 0.44 ～ 0.72 사이의 범 에 있다고 보고하 으며 

본 실증용 속 환 반응기의 결과와도 일치하 다. 실증용 속 환 반응기

에서 구한 교환 류 값은 20.5 A로 상당히 큰 값을 보 으며 극반응을 일

으키기 해서는 교환 류 이상의 값으로 류를 가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Park et al.[5.1.1.6]의 결과인 bench scale 반응기에서의 교환 류는 

약 0.28 A로 보고되었으며 5 kg  속 환 반응기의 교환 류 값은 8.12 A

로 보고되었다[5.1.1.8].

  Fig. 5.1.1.6은 인가 류에 따른 산화 극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에는 선형 계가 찰되지 않고 높은 인가 류에서 의 상승 폭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정 인가 류 이상에서는 극표면 반응속도가 

빨라지는 반면 물질 달에서의 한계가 발생해 산화 극 표면에서의 산화종 

(O2-) 농도가 용융염 벌크에서의 산화종 농도보다 크게 낮아지고 이로 인해 

과 압이 크게 높아지거나 산화 극이 산화되어 극 자체의 항이 증가함

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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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1.5. Tafel plot for cathode (the current-overpotential curve).

Table 5.1.1.2. Comparison of electrode reaction kinetics in different reactor  

             scales

Bench scale 5 kgHM/batch
20 kgHM/batch 

(ACPF)

Current range(A) 0.4 ～ 1.6 20 ～ 25 40 ～ 80

Exchange 

current(A)
0.28 8.12 20.5

Transfer 

coefficient
0.44 ～ 0.72 0.17 0.43

 Mock-up 시스템과 실증용 속 환 시스템의 산화 극 를 비교하

을 때 낮은 인가 류에서는 다소 낮은 값을 보 으나 60 A 이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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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유사한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화 극 는 재질보다는 

해반응속도의 증가에 따른 O2- 이온의 물질 달이 극반응의 향을 받

는 것으로 악된다. 본 시스템에서 산화 극 는 조업범 인 0.4 V 이하

로 유지되었다.

Fig. 5.1.1.6. Anode potential as a function of the applied current. 

  이상으로부터 실증용 속 환 반응기에서 극반응을 심으로 U3O8 분

말의 해환원 반응특성에 해 고찰하 다. 본 실증용 속 환반응기와 20 

kgHM  mock-up 시스템에서 극에서의 가장 큰 차이 은 극 컨덕터

의 재질  산화 극의 모듈화에 있다. 즉 실증용 속 환반응기에서는 앞

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극 도도를 향상시키기 해 copper 재질의 컨덕터

를 이용하 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극재질  configuration의 변화

는 극 자체에 걸리는 항뿐만 아니라 과 압을 크게 낮춤으로써 최  허

용 류를 높일 수 있는 장 이 있었다. 그러나 컨덕터 재질인 copper의 고유 

부식성 문제로 인해 반응 후반부 는 해환원 반응 후 극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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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려움을 확인하 다. 즉 컨덕터와 백 극 합부에서 copper가 부

식됨으로써 국부 으로 기 항이 크게 걸릴 가능성이 있다. 한 극의 

기계  강도가 약해짐으로써 유지 보수에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단 이 있

다. 따라서 SIMFUEL을 이용한 해환원 반응을 해 산화-환원 극을 개

선하 다.

  (2) 실증용 속 환 반응기의 해체

      본 연구에서는 U3O8 분말의 속 환을 해 필요한 이론 하량의 약 

112%의 하를 속 환 시스템에 흘려보낸 후 류를 차단하 다. 10 

kgU3O8의 속 환을 종료하기 한 하량은 18,337,292 C 이며 다음 표에 

의해 계산된 것처럼 약 20,000,000 C을 주입하 다.

  반응이 종결된 후 속 환 반응을 해 사용된 LiCl-Li2O 용융염을 폐용

융염 처리장치로 감압 이송하 다. 이를 하여 반응기 상부온도를 650 ℃로 

승온시키고 용융염 이송 의 가열로를 운 하여 이송  체 온도를 650 ℃ 

이상으로 유지하 다. 이를 통해 용융염 이송도  용융염이 응고함으로써 반

응 을 plugging 하는 상을 방지하고자 하 다. 용융염을 이송하는 도  

환원된 우라늄 속이 용융염내에 녹아있거나 기포로 존재하는 산소에 의해 

재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Ar으로 20 회 purge를 하 다. 용융염이 이

송된 후 반응기는 Ar 분 기하에서 상온으로 냉각되었다. Fig. 5.1.1.7은 냉각

된 속 환 시스템에서 해환원 반응 후 일체형 환원 극의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Fig. 5.1.1.7에서 볼 수 있듯이 일체형 환원 극의 상부에 휘발 용융염이 

고착되어 있으며 환원 극 하우징이 부식되었다. LiCl-Li2O 용융염 하에서 

장시간의 해환원 반응을 해 반응기 재질의 부식을 막을 수 있는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체형 환원 극을 반응기로부터 제거한 후 마그네시아 멤 인을 일체

형 환원 극으로부터 분리하여 속 우라늄 시료를 채취하 다. 마그네시아 

멤 인 내의 속 우라늄 시료는 높이  반경에 따라 9 개의 시료를 채

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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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A) Time (h) Charges(Q)

40 20 2,880,000

50 10 1,800,000

60 20 4,320,000

80 10 2,880,000

60 2 432,000

70 18 4,536,000

60 14 3,024,000

40 5 720,000

Total 99 20,592,000 

          Table 5.1.1.3. The amount of charges applied during

                        the electrolytic run

       

                    

Fig. 5.1.1.7. Photograph of the integrated cathode assembly after the       

             electrolytic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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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1.8은 일체형 환원 극에서 분리한 마그네시아 멤 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환원 극 컨덕터는 우라늄 층 앙에 

치하며 본 시스템의 조립성능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다. Fig. 5.1.1.9는 

마그네시아 멤 인과 분리된 속우라늄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 5.1.1.8. Photograph of magnesia membrane disassembled after the     

electrolytic run.

                

Fig. 5.1.1.9. Photograph of the reduced uranium metal.

 다. 용융염 시료 분석

    채취된 시료는 속우라늄 뿐만 아니라 상온에서 고화된 용융염을 내포

하고 있다. 따라서 속우라늄과 용융염을 분리하기 해 각 시료를 증류수

에 세척하고 세척된 용액에 존재하는 속성분을 ICP로 분석하 다. 한 

속우라늄은 진공오 에 넣어 건조시킨 후 XRD  TGA 분석을 통해 U3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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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 환율  결정형태를 찰하 다. 한, 세척 후의 시료 무게를 

측정함으로써 각 부피별 용융염의 무게분율을 찰하 다. Table 5.1.1.4는 

U3O8 분말의 속 환 실험이 종료된 후 속우라늄 내의 용융염을 제거한 

후 무게변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료 치
세척  

시료무게(g)

세척 후 

시료무게(g)
용융염분율

상

Inside 6.14 4.65 0.24

Middle 3.87 3 0.29

Outside 6.05 4.25 0.30

Inside 6.59 4.44 0.33

Middle 3.95 2.95 0.25

Outside 7.21 4.5 0.38

하

Inside 8.73 6.15 0.30

Middle 4.78 3.38 0.29

Outside 3.68 2.2 0.40

Table 5.1.1.4. Weight fraction of the molten salt in the magnesia     

              membrane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용융염 무게 분율은 상단보다는 단  하단

에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용융염 이송 후 냉각과정에서 력에 의해 용융

염이 마그네시아 멤 인 내에서 하강할 뿐만 아니라 마그네시아 멤 인 

상부의 용융염이 일부 휘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결과로부터 

MgO 필터 내부에 약 30 wt% 의 용융염이 존재하며, 이 결과에 의해 속

환 후 속우라늄 분말의 기공율(ε)은 0.6 으로 추정된다.

  해환원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환원 극 컨덕터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일체형 환원 극 내부에서 Li 속  Li2O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Li
+ + e- → Li

  U3O8 + 16Li → 3U + 8Li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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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Li2O+Li metal 농도(wt%)

상

Inside 11.33 

Middle 6.63 

Outside 9.87 

Inside 57.12 

Middle 54.53 

Outside 33.55 

하

Inside 59.76 

Middle 42.42 

Outside 39.37 

  따라서 회수된 속우라늄/용융염 시료를 치별로 채취한 후 용융염 분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용액을 정법에 의해 분석함으로써 치별 Li 속  

Li2O 농도를 측정하 다. 용융염이 증류수에 용해될 때 용융염 내부에 존재

하는 Li 속  Li2O는 LiOH로 환된다. 따라서 정법에 의한 분석은 시

료내의 Li2O  Li 속 농도를 반 하며 그 결과를 Table 5.1.1.5에 보 다..

          Table 5.1.1.5. Variation of Li2O+Li concentration in the

                       cathode assembly

      

  이 결과에 의하면 Li2O/Li metal 농도 측정결과 일체형 환원 극 상부보다

는 하단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가 외부보다 Li2O/Li metal 농도

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생성된 Li2O가 Li+ 와 O2- 이온으로 해

리되면서 O2- 이온이 마그네시아 필터에서 용융염 벌크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5.1.1.5에서 알 수 있듯이, Li2O/Li metal의 농도는 일

체형 환원 극 내부에서 국부 으로 최고 50 wt%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확

인하 다. 650 ℃에서 Li2O의 용해도가 8.7 wt% 후라는 을 감안할 때 

Pu2O3  Am2O3 속 환 시키기 해서는 Li2O의 농도를 낮추기 한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Usami et al.[5.1.1.12]은 Pu2O3와 Am2O3의 속 환

을 한 Li2O 농도는 각각 3.1 wt%  5.1 wt% 이하라고 보고하 다. 



- 277 -

  속우라늄 시료를 세척한 후 시료용액을 250 ml의 표 용액으로 제조하

여 용액내의 속성분 (Li, U, Fe)에 하여 ICP 분석을 수행하 다. Table 

5.1.1.6에 ICP 분석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기 한 것처럼 Li 속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용용염 내의 우라늄 속함량은 시료 치별로 큰 편차를 보

이고 있으나 략 200 ～ 800 ppm 내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

라늄 산화물의 속 환 반응도  용융염과의 반응 는 용융염에 용해되는 

우라늄은 최  수백 ppm 정도인 것으로 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

라늄 수치는 마그네시아 멤 인 내의 용융염에서 분석한 결과로 용융염 

벌크에서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실증용 속 환 시스템에

서 핵물질의 회수율은 99% 이상으로 매우 높을 것으로 측된다.

           Table 5.1.1.6. Metal contents of the molten salt inside

                        the magnesia membrane

Fe (ppm) U (ppm)

상

Inside <10 889

Middle <10 775

Outside <10 305

Inside <10 465

Middle <10 900

Outside <10 221

하

Inside <10 455

Middle <10 767

Outside <10 320

 라. 환원된 속 우라늄의 특성평가

    회수된 속우라늄 시료를 높이별로 TGA를 이용하여 환율을 측정하

다. 환율 계산은 TGA에서 얻어진 무게증가율은 기 원료물질인 U3O8

에서 속우라늄으로 환되었다는 가정 하에 수행되었다. TGA 분석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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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1.7에 제시하 으며 본 연구에서 치에 계없이 99.9%의 속

환율을 달성하 다. 해환원 후 속우라늄의 구조분석 결과 속우라늄과 

일부 FeU6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X-ray diffraction analysis (XRD) 결과

에 의해 밝 졌다 (Fig. 5.1.1.10). 이러한 Fe 종은 용융염에 의해 환원 극 

컨덕터와 같은 반응기의 부식에 의해 용융염 상으로 용해된 후 환원 극에

서 극반응에 의해 속으로 환됨으로써 우라늄 속과 합 형태로 존재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1.1.7. Reduction conversion of U3O8 to U metal

 

시료 기무게 (g) 최종무게 (g) 환율(%)

상 21.91 25.83 > 99.9

16.28 19.29 > 99.9

하 20.70 24.44 > 99.9

  

Fig. 5.1.1.10. XRD pattern of (a) the fresh U3O8 and (b) the reduced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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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MFUEL을 이용한 기화학  속 환 장치 성능 평가

 가. SIMFUEL의 제조  실험방법

    SIMFUEL은 실험실에서 다루기 힘든 사용후핵연료의 용물질로써 핵

연료의 high-burnup 효과를 연구하기 한 편리한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도 

실증용 기화학  속 환 장치의 성능평가를 한 수단으로써 사용후핵

연료의 용물질로 SIMFUEL을 이용하여 장치 성능을 고찰하 다.

  SIMFUEL의 제조 방법은 많은 선행 연구로부터 보고되고 있다

[5.1.2.1-5.1.2.4]. 사용후핵연료는  Table 5.1.2.1에 보인 것처럼 각 특성이 다

른 4가지 종류의 핵분열 물질로 구분된다[5.1.2.4].

Table 5.1.2.1. Classification of fission products in irradiated nuclear fuel

Classification Fission products

(1) Oxides dissolved in the 
matrix

Sr, Zr, Nb, Y, La, Ce, Pr, Nd, 
Pm, Sm

(2) Metallic precipitates
Mo, Tc, Ru, Rh, Pd, Ag, Cd, 

In, Sb, Te

(3) Oxide precipitates Ba, Zr, Nb, Mo, (Rb, Cs, Te)

(4) Gases and other volatile 
elements

Kr, Xe, Br, I (Rb, Cs, Te)

  SIMFUEL은 상기 표의 (1) ～ (3)까지 항목에 한 화학  상태와 미세구

조를 잘 반 한다. SIMFUEL 제조의 일반  방법은 Oak Ridge Isotope 

Generation and Depletation (ORIGEN) 코드를 이용하여 각 핵종에 한 조

성을 결정한 후 체 조성에 한 미세분말을 볼 을 통해 습식방법에 의해 

균일하게 섞어 다. 볼 에서 회수된 슬러리는 스 이 건조(spray dry)된 

후 컴팩션(compaction), 그래뉼화(granulation), 싱(pressing)  소결

(sintering at 1650 ℃, H2 flow)을 통해 SIMFUEL로 제조된다. 

  본 연구에서는 SIMFUEL 제조과정에서의 단순화을 고려하여 습식 볼  

공정이 아닌 건식 볼 공정을 통해 SIMFUEL을 제조하 다. 한 상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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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 그래뉼 형태의 SIMFUEL(UO2 base)은 본 ACP 공정의 건식분말화 

과정에서 U3O8으로 산화되어 분말화될 것이므로 그래뉼화  소결과정을 생

략하 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핵분열물질의 조성  해환원 반응에서의 각 

핵종의 거동, 각 핵분열물질에 한 물질수지  환율에 한 실험  근

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과 같은 조사조건을 이용하여 ORIGEN 코

드로 SIMFUEL의 조성을 측하 다.

- Burn-up : 43,000 MWd/tU

- Enrichment : 3.5% of U-235

- Cooling : 10 years

  상기 조건에 의해 측된 각 핵종에 한 조성  이에 상응하는 산화물 

조성  융 을 Table 5.1.2.2에 제시하 다. 계산된 핵분열물질의 용산화

물 분말과 미리 제조된 U3O8 분말을 자체 제작한 용기에 주입한 후 

ball-mill mixer (Fig. 5.1.2.1)를 이용하여 24 시간 동안 혼합하 다. 혼합된 

속산화물들을 별도의 소성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환원 시스템에 주입하

여 속 환 반응을 수행하 다.

  실증용 속 환 반응기에서 SIMFUEL을 이용한 해환원 반응은 제 1 

에서 기술한 U3O8 분말을 이용한 해환원 반응 실험과 동일한 실험조건

에서 수행하 다. 해환원 반응 동안 용융염 벌크에서의 Li2O 농도변화를 

찰하기 해 6 hr 간격으로 용융염 시료를 채취하여 정법을 통해 Li2O 

농도를 정량분석하 다. 한 알칼리 속(AM)  알칼리토 속(AEM)의 거

동을 찰하기 해 12 hr 간격으로 용융염 시료를 채취하여 ICP를 이용하

여 Cs, Sr, Ba의 농도를 측정하 다. 해환원 반응이 종결된 후 일체형 환

원 극과 용융염 벌크에서 핵종별 정량분석을 실시하여 물질수지 자료 생산

하 으며 각 핵종별 속 환율을 추정하 다.

 나. 실증용 속 환 장치에서 SIMFUEL을 이용한 해환원

    실증용 속 환장치에서 SIMFUEL의 해환원 반응은 U3O8의 해환

원과 동일한 조건인 650 ℃의 반응온도에서 3 wt% Li2O-LiCl 복합용융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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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Li2O/U3O8 몰비가 8인 공정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Table 5.1.2.2. SIMFUEL composition predicted by ORIGEN code

Element
Mole Fraction 

from SF
Scaled Mole 
Percent (%)

Oxide
Weight 

Percent (%)
Oxide 
M.P.(C)

U(+Pu) 0.912273 93.32 U3O8 95.00 2827

Ba 0.003878 0.40 BaO 0.23 1973

Ce(+Np) 0.005696 0.58 CeO2 0.38 2400

La(+Am+Cm) 0.003357 0.34 La2O3 0.42 2305

Mo 0.010298 1.05 MoO3 0.57 795

Sr 0.002544 0.26 SrO 0.10 2530

Cs 0.00514 0.53 Cs2O 0.56 490

Y 0.001485 0.15 Y2O3 0.13 2690

Zr 0.011658 1.19 ZrO2 0.55 2677

Ru(+Tc) 0.008943 0.91 RuO2 0.46 1200

Nd(+Pr+Pm+
Sm)

0.012328 1.26 Nd2O3 1.60 2320

Total 0.977607 100 100

 

Fig. 5.1.2.1. Ball-mill mixer for the preparation of SIM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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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3O8을 이용한 선행 해환원 실험에서 나타난 산화 극 모듈의 부식에 

의한 국부 인 기 항 상승 문제를 개선하기 해 산화 극 모듈 컨덕터

를 stainless steel 재질로 교체하 다. 앞서 제 4 장에 기술한 바와 같이 

copper 재질과 stainless steel 재질의 차이로 인한 산화 극 모듈의 온도변

화 ΔT는 5.1×10-5 ℃/s로 계산되어 24 hr 기 으로 4.4 ℃의 산화 극의 온

도상승이 측되지만 열손실을 고려하면 류공 에 의한 온도상승은 무시

할 수 있다.

  SIMFUEL의 해환원 반응은 U3O8의 해환원 반응과 동일하게 

chronopotentiometry 기법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Fig. 5.1.2.2에 보인바와 

같이 해시스템의 일체형 환원 극을 working electrode로 하여 40 A에서 

단계 으로 80 A까지 류를 공 하 다(Fig. 5.1.2.2(A)). Fig. 5.1.2.2(B)는 

이 조건에서 산화-환원 극   셀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반응 기

에 환원 극 는 보다 cathodic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 그림에서 환원

극 가 평형상태(quasi-steady state)에 도달한 시간은 해반응이 시

작된 후 약 10 hr이 지난 후이다. 그러나 U3O8 분말을 이용할 경우 Fig. 

5.1.1.3에서 알 수 있듯이 약 4 hr이 지난 후에 평형상태에 도달한다. 기 

극 의 비정상상태는 반응기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에 기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SIMFUEL과 순수 U3O8 분말의 해환원 반응에서 평

형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는 일체형 환원 극내의 용물질

(surrogates) 속산화물에 기인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원 극 는 인가

류(applied current)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cathodic해진다. 한편 산화 극 

는 약 1 hr의 반응시간 후 평형상태에 도달하며 인가 류가 증가함에 

따라 anodic 방향으로 증가하게 된다. 산화 극 는 극 컨덕터 재질의 

교체와 6 개의 Pt 극을 병렬로 모듈화 시킴으로써 0.2 V 이하로 매우 낮

게 유지되었다. Fig. 5.1.2.2(B)에 보인 바와 같이 반응시간 50 hr 이후에 80 

A의 류공  조건에서 산화 극 의 증가속도가  커지게 된다. 이

러한 상은 인가 류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 극에서 반응속도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산화 극 주변의 산소이온(O
2- ion)의 결핍 상에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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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2. (A) Variation of the applied current as a function of the      

             reaction time. (B) Chronopotentiometric curves as a function  

             of the reaction time in the LiCl-Li2O-SIMFUE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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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형 환원 극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통해 생성된 산소이온이 

SIMFUEL 분말 층과 마그네시아 멤 인의 기공을 통해 용융염 벌크로 확

산이 되어 산화 극까지 쉽게 이동한다면 산화 극 주변의 산소이온 결핍

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Li+ + e- → Li                 

MxOy + 2yLi → xU + yLi2O

Li2O → 2Li+ + O2-

  그러나 이러한 산소이온의 확산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며[5.1.2.5], 이에 

비해 극반응 속도는 더 빠르므로 용융염 벌크 는 산화 극 주변에서 

산소이온이 소모되게 된다. 용융염 벌크에서 산소이온이 더 감소하게 되면 

궁극 으로 LiCl이 분해되는 3.47 V 이상의 셀 에 도달하게 되어 

산화 극인 Pt의 양극 용해 상(anodic dissolution)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산화 극 는 공정 안정성  운 성 측면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따라서 60 hr의 반응시간에서 류공 을 단한 후 실증용 

속 환 장치 내부로 0.5 wt%의 Li2O에 해당하는 500 g을 추가 

주입하 다. 추가 주입한 Li2O의 용해를 확인한 후 80 A의 류를 재공 해 

주었다. Fig. 5.1.2.2(B)에서 알 수 있듯이 Li2O의 추가 공 으로 인해 

산화 극 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보이게 되며 반응이 

종료될 때까지 상승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핵물질 처리량이 큰 해반응기에서 O2- 이온이 일체형 환원 

극에서 확산되는 속도와 류공 을 통한 극반응 속도를 고려하여 

반응기 설계  운 조건을 확립하여야 한다. 즉 반응속도를 증가시켜 

조업시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는 처리되는 핵물질 양 비 용융염 내의 

산소이온 양을 충분히 공 해주어야 하며, 한정된 산소이온을 이용하여 

해환원 반응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체형 환원 극으로부터의 산소이온 

확산속도를 고려하여 류를 공 해주어야 한다. 이 외에도 일체형 

환원 극으로부터 산소이온의 확산속도를 늘리기 한 반응기의 

configuration 변화 등에 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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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2.3에는 실증용 속 환 반응기(SIMFUEL)와 mock-up 

시스템(U3O8)의 산화 극 를 비교하 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ACPF의 실증용 속 환 반응기에서 산화 극 는 80 A의 

인가 류에서도 0.18 V 이하의 매우 낮은 값을 유지한다. 반면 mock-up 

시스템에서는 0.25 V의 산화 극 를 보인다. 이러한 산화 극 

에서의 차이는 산화 극 배열의 차이 때문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 

산화 극 의 운 기 을 0.4 V로 제시하 다는 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산화 극 모듈의 성능을 통해 최  허용 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Fig. 5.1.2.3. Comparison of the anode potential between ACPF(SIMFUEL)  

            and mock-up system(U3O8 powder).

  Mock-up 시스템의 경우 6 개의 산화 극이 개별 으로 반응기에 

설치되었지만 실증용 속 환 반응기에서는 6 개의 산화 극을 모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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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듦으로써 극 항을 최소화하 다. 

 Fig. 5.1.2.4는 ACPF의 실증용 속 환 반응기(SIMFUEL)과 mock-up 

시스템(U3O8 분말)의 환원 극 를 비교한 그림이다. 산화 극 와 

마찬가지로 환원 극 에서도 mock-up 시스템에 비해 실증용 속 환 

반응기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환원 극에서 핵연료물질의 층두께를 최 화하고 산화-환원 극 간의 

거리를 가깝게 설계함으로써 용융염 항  극의 과 압을 최소화한 

결과로 사료된다. 

Fig. 5.1.2.4. Comparison of the cathode potential between ACPF

                 (SIMFUEL) and mock-up system(U3O8 powder).

  이상의 결과로부터 실증용 속 환 반응기의 셀  허용범 (< 3.46 

V)를 근거로 최 류를 추정한 결과가 Fig. 5.1.2.5에 나타나 있다. 셀 가 

인가 류에 선형 으로 비례한다는 가정을 통해 최  허용 류는 약 130 

V로 나타났다. 이는 mock-up 시스템의 80 A에 비해 약 60%가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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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속 환 반응기의 최 설계  수정보완을 통해 류 도를 크게 

향상시킨 결과이다. 최  허용 류 130 A를 기 으로 최  류 도는 약 

1,000 mA/cm2 ( 극면  : 1349 cm2)로 계산되었다.

Fig. 5.1.2.5. Cell voltage as a function of the applied current in a 20      

             kgHM/batch system of the ACPF.

 다. 해환원 반응 동안 용융염 조성변화

    우라늄산화물의 해환원 반응 동안 용융염 내의 Li2O는 기분해 되어 

환원 극에서는 속 리튬이 산화 극에서는 산소가 각각 발생한다. Li2O의 

농도가 운 기 (0.5 wt%) 이하가 되면 Fig. 5.1.2.2(B)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산화 극의 가 격히 증가하여 LiCl의 분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

서 용융염 내의 Li2O 농도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공정 안 성 측면에서 매

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hronopotentiometry 모드로 운 하는 동안 용

융염 벌크 내 Li2O 농도를 시간별로 측정하 다. Fig. 5.1.2.6은 실증용 속

환 반응기에서 SIMFUEL의 해환원 반응동안 용융염 벌크에서 Li2O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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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실선은 해반응에 한 Faraday 법칙에 근거하여 

공  하량에 한 이론  Li2O 소모량을 나타낸 것으로 반응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지속 으로 감소하게 된다. 실제 찰된 Li2O 농도의 값은 해환

원 반응 기에는 이론 인 값에 따라 감소한다. 이 결과는 일체형 환원 극 

내의 SIMFUEL의 환원반응은 Li2O의 해반응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제

시한다. 약 60 hr의 반응시간 후 용융염 벌크에서 Li2O 농도는 0.5 wt%까지 

감소하며 Fig. 5.1.2.2(B)에 보인 바와 같이 산화 극 의 상승으로 인해 

류공 을 단하 다. 이 후 0.5 wt%에 해당하는 Li2O를 반응기에 추가 

공 한 후 류를 재공 하여 해환원 반응을 지속하 다. Li2O의 첨가 후 

용융염 내의 Li2O 농도는 이론 인 값보다 높은 값을 보인다. 이러한 편차는 

반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게 되며 100 hr 이후에는 용융염 내의 

Li2O 농도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Li2O 농도가 이론값보다 높은 이유는 

SIMFUEL 분말의 속 환 과정에서의 O2- 이온의 확산 상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Li2O가 해됨에 따라 용융염 벌크내의 Li2O 농도는 지속 으로 감

소하는 반면 환원 극 내부에서는 Li와 U3O8의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된 

Li2O의 양이 증가하며, Li2O는 LiCl 용융염에 용해되어 Li+ 이온과 O2- 이온

으로 해리된다. 따라서 속 환 반응기의 일체형 환원 극과 용융염 벌크사

이에 O2- 이온의 농도구배가 생기게 되며 이를 통해 O2- 이온이 일체형 환원

극에서 용융염 벌크로 확산되게 된다.

  속 환 시스템 내에서 O2- 이온의 확산속도는 일체형 환원 극 내의 핵

물질의 층두께와 마그네시아 멤 인 두께  기공율, 환원 극과 용융염 

벌크와의 농도차에 의해 향을 받는다. 본 실험조건에서 O
2- 이온은 60 hr 

이후부터 확산 상에 의해 용융염 벌크에 도달하기 시작하며 이후에 환원

극 내에 O2- 이온이 지속 으로 증가함에 따라 확산속도가  증가하게 된

다. 결국 100 hr 이후에는 산화 극에서 O2 기체 발생에 의한 O2- 이온의 소

모속도보다 확산속도가 빨라 용융염 벌크 내에서 Li2O 농도가 증가하게 된

다. 이러한 상은 속 환 시스템 내에서 속산화물의 격자산소를 이용한 

Li2O의 재순환 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Li2O가 지속 으로 반응에 

참여한다면 반응기의 scale-up 측면에서 소량의 용융염을 이용하여 양론비보

다 많은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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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6. Variation of Li2O concentration in the electrolyte bulk during  

            the electrolytic reduction of SIMFUEL.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고방열 핵종인 알칼리 속(AM)  알칼리토 속

(AEM)은 용융염상에 용해되어 다음과 같은 반응식에 의해 일체형 환원 극

내의 속 환체와 분리될 수 있다. Cs, Sr,  Ba 핵종은 용융염 내의 LiCl

과 반응하여 염화물형태로 환된 후 환원 극으로부터 용융염상으로 확산

되어 제거된다.

Cs2O + 2LiCl  → 2CsCl + Li2O

BaO + 2LiCl + (2Li) → BaCl2 + xLi2O

SrO + 2LiCl → SrCl2 + Li2O

  SIMFUEL을 이용하여 실제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AM  AEM의 거동을 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해환원 

반응 동안 12 hr의 간격으로 용융염을 채취하여 용융염 내에 존재하는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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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Ba의 농도를 ICP 분석을 통해 측정하 다. Fig. 5.1.2.7은 시간에 따른 

용융염 내의 Cs, Ba  Sr의 농도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반응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이러한 핵종들의 농도는 지속 으로 증가하게 되며 용융염 내의 Cs, 

Sr  Ba의 농도변화는  어들게 된다. 일체형 환원 극 내의 Cs, Sr 

 Ba의 제거율은 결국 이러한 Cs+, Sr2+  Ba2+ 이온들의 확산속도에 의존

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단시간의 조업에서 고방열 핵종인 AM  AEM

을 용융염 상으로 제거하기 해서는 확산속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본 연구

에서 찰된 Cs, Sr  Ba의 제거율은 100 hr의 조업시간에서 기 주입된 

핵종의 무게 비 각각 78, 84  95%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이 제거율은 

SIMFUEL의 주입 시 생길 수 있는 손실부분을 무시한 값이며 한 조업시

간이 길어짐에 따라 계속 높아지게 된다. 

Fig. 5.1.2.7. Variation of Cs, Ba and Sr concentrations as a function of    

            the reaction time during the electrolytic reduction of          

            SIM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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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LiCl-Li2O 복합 용융염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의 해환원 반응을 수행할 경우 고방열 핵종인 AM  AEM이 효율 으로 

용해되기 해서는 이들 핵종들이 용융염과 하는 면 의 증가와 함께  

마그네시아 멤 인 밖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증가해야 한다.

 다. 반응기 해체

     SIMFUEL을 이용한 해환원 반응실험이 완료된 후 반응기의 해체과

정에서 장치 건 성을 찰하 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LiCl-Li2O의 용융

염에서 속재질의 부식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본 공정은 용융염내의 산화

극에서 산소기체가 발생함으로써 속재질의 부식 조건이 보다 가혹한 실정

이다. 본 연구 의 선행연구에서 STS 304에 비해 Inconel 600 alloy가 내부

식성이 우수하다는 이 밝 졌으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증용 속

환 장치의 내부반응기(Inner vessel)를 Inconel 600 alloy로 제작하 다. 한 

5 kg  속 환 반응기의 운  결과에 의하면 장시간의 운 에도 마그네시

아 멤 인의 건 성이 유지되었으나 SEM 분석 결과 기공 구조가 격한 

열 충격에 의해 괴됨이 찰되었다[5.1.1.8]. 따라서 장치건 성 측면에서 

마그네시아 멤 인에 한 안정성을 살펴야 한다. 

  Fig. 5.1.2.8은 SIMFUEL의 해환원 반응 후 속 환 반응기로부터 해체

된 일체형 환원 극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일체형 환

원 극의 하우징(STS-304)이 부식되어 있다. 하우징 내의 마그네시아 멤

인은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일부 면에서 균열을 발견하 다. 

이와 같이 속 환 공정의 상용화를 해서는 반응기 부식문제와 마그네시

아 멤 인 기계  강도문제와 같은 재질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으로 사료된

다. 일체형 환원 극의 랜지를 해체한 결과 휘발된 용융염이 반응기 상부

에 침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앞서 증기압을 이용한 용융염 휘발양을 

측한 결과 매우 미미한 양이 휘발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지만 실제 공정에

서는 Ar  용융염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소 등에 의한 flow가 생김으로써 휘

발된 염이 온도가 상 으로 낮은 반응기 상부에 침 된 것을 실험 으로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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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8. Integrated cathode assembly after the electrolytic run with    

             SIMFUEL.

  용융염의 휘발은 반응매체인 해질의 손실로 이어지고 용융염의 액 를 

낮추게 되며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active test에서 용융염 상으로 분

리되는 AM  AEM과 같은 고방열 핵종이 반응기로부터 배출될 수 있다. 

따라서 반응기 후단부에 고성능 콜드트랩이 연계되어야 한다.

  Fig. 5.1.2.9는 반응이 종료된 후 Pt 산화 극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U3O8 분말만을 이용하여 해환원 반응을 수행한 결과는 Pt 산화 극의 표

면색깔이 짙은 회색을 띠었으나 SIMFUEL의 해환원에서는 표면이 갈색으

로 덮여있었다. 이러한 갈색 표면층을 기계 으로 제거한 후 Pt 산화 극을 

찰한 결과 건 성이 매우 우수하 다. 기존 Pt 산화 극에서 발견되었던 

산화피막 Li2PtO3도 생성되지 않았다. Pt 산화 극의 안정성은 산화 극의 

최 화에 의해 기 항을 최소화하여 과 압을 임으로써 구 된 것으로 

사료된다. 

 라. 환원된 SIMFUEL의 분석

    반응기의 해체가 완료된 후 마그네시아 멤 인 내의 SIMFUEL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Fig. 5.1.2.10은 반응 종료 후 마그네시아 멤 인 내

의 SIMFUEL  마그네시아 멤 인을 제거한 후의 SIMFUEL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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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9. Pt anodes after the electrolytic run with SIMFUEL.

  마그네시아 멤 인 앙의 홀은 환원 극 컨덕터가 치한 곳이며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환원 극 컨덕터의 치는 반응 설계요건에 부합한다. 마

그네시아 멤 인을 제거한 후 SIMFUEL은 백회색을 띠고 있으며 

surrogate oxides들에 의해 부분 으로 갈색을 띠고 있다. 이로부터 속

환이 잘 되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시료에는 SIMFUEL 뿐만 아니

라 용융염이 함께 존재하며 상온에서 용융염의 고화에 의해 SIMFUEL 분말

이 모두 고착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원 극 내의 SIMFUEL 치별

로 시료를 채취하여 속 환율  회수된 SIMFUEL의 결정분석(XRD)  

형상분석(SEM)을 수행하 다.

  

Fig. 5.1.2.10. Photographs of the reduced SIMFUEL.

  Fig. 5.1.2.11은 환원된 SIMFUEL의 TGA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0 ℃ 역에서 속 환체는 격히 산화되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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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가 증가하며 반응 후반부에서는 무게가 서서히 증가하게 된다. TGA 분석

결과는 SIMFUEL 내에 존재하는 각 핵종별 환율에 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며 SIMFUEL의 총  환율(Overall conversion)만을 제안하며 99% 이

상의 높은 환율을 보 다. 총  환율을 추정하기 해 용융염으로 분리

된 AM  AEM을 제외하고는 각 핵종이 모두 속으로 환된 후 열 량

분석기에서 최종 산화가로 산화되었다고 가정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2 회의 SIMFUEL 해환원 반응을 기 로 하여 U3O8 

분말의 해환원 결과와 비교하 다. 본 연구에서 SIMFUEL의 해환원은 

2 회의 캠페인에 걸쳐 이론 하량 비 1.25 배  1.4 배의 하량을 속

환 반응기로 공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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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11. Thermogravimetric curve of the reduced SIMFUEL.

  해환원 반응에서 속 환은 일체형 환원 극 컨덕터로부터 반경방향으

로 차 확 되어 진행된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면 반응시간 는 공 하

량에 따라 마그네시아 멤 인의 내-외부에서 속 환율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마그네시아 내-외부에서의 속 환율을 T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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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한 결과를 Fig. 5.1.2.11에 제시하 다. 이 결과에 의하면 환원 극 컨

덕터와 한 마그네시아 내부의 SIMFUEL 속 환율은 2 회의 시험에서 

거의 100%에 도달하 으며 이는 U3O8의 속 환율 결과와 유사하 다. 그

러나 마그네시아 멤 인 외부의 SIMFUEL 속 환율은 이론량 비 공

하량이 1.2인 조건에서 약 97%로 상 으로 낮았다. 이러한 속 환율

은 공 하량을 늘림에 따라 99%이상의 높은 환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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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12. Comparison of the reduction conversion between U3O8        

               powder and SIMFUEL. Supplied charge/theoretical charge  

               = 1.25 or 1.4.

  Fig. 5.1.2.13은 환원된 SIMFUEL에 한 XRD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SIMFUEL의 해환원 실험에서 공 류를 이론치 비 1.25, 1.40을 공

한 결과 1.25의 조건에서는 XRD 분석결과 UO2가 미량으로 검출되었으나 

1.40으로 공 한 결과 UO2가 검출되지 않았다. XRD 분석에서 SIMFUEL에 

포함된 다수의 surrogate 물질 때문에 XRD 상에서 규명하기 어려운 minor 

peaks 들이 찰되었다. 상기 XRD  TGA 결과를 바탕으로 SIMFUEL의 



- 296 -

해환원에 한 류효율은 약 75% 정도로 측되었다. 이 결과는 순수 

U3O8을 이용한 결과보다 낮은 값을 보이며 이 이유는 환원되기 어려운 희토

류산화물이 해환원 반응에서 electron transfer 상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는 active test에서는 

SIMFUEL의 류효율 결과를 고려하여 충분한 양의 류를 공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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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13. XRD pattern of the reduced SIMFUEL. Supplied charge/     

             theoretical charge = (a) 1.25 and (b) 1.40.

  Fig. 5.1.2.14는 환원된 SIMFUEL의 표면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SEM 분

석에 의하면 약 20 μm의 분말에 수 μm의 매우 미세한 분말들이 엉켜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SIMFUEL 분말은 650 ℃의 해환원 반응 동안 서로 

agglomeration 상이 일어나 매트릭스 구조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 결

과는 5 kg  속 환 공정에서 찰한 결과와 부합되며 속산화물내의 격

자산소가 제거된 후 생성될 것으로 상되는 기공구조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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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14. SEM photographs of the reduced SIM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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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20 kgHM/batch 규모의 Smelter

1. 천연우라늄을 사용한 Inactive test 

  Mock-up과 blank test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천연우라늄을 사용한 

smelter의 inactive test를 수행하 다. Smelting 공정에서는 ACPF에 설치된 

속 환장치에서 생산된 속 환체가 시료로 사용되었다. 즉, 천연 UO2 분

말을 U3O8으로 voloxidation 시킨 다음, LiCl-Li2O 용융염에서 해환원 시키

고, 이때 제조된 속 환체와 이에 함유된 잔류염을 smelter로 이송한 다

음, 잔류염 휘발  속분말 용융에 한 실험  평가를 수행하 다. 일반

으로, 10 kgHM/batch 규모로 수행된 해환원 실험에서 생산된 속 

환체의 일부만을 smelter 내부용기에 장입한 다음, smelter로 이송하고, 

smelting 공정을 수행하 다. 

  Fig. 5.2.1.1은 한국원자력연구원 ACPF 핫셀에 설치된 smelter를 보여주고 

있다. 극과 함께, 염 회수 용기와 연결시키는 벨로우즈 튜 가 나타나 있

다. 속 환체와 잔류염을 담고 있는 graphite 재질의 내부용기가 smelter에 

장입되면, smelting 공정을 한 승온을 하여 류 고 압에 의하여 

graphite 발열체가 가열된다. 그러면 복사  류에 의하여 내부용기도 가

열되게 된다. 내부용기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속 환체에 함유된 잔

류염은 내부용기 상부 구멍과 이에 연결된 smelter 상부 기체 outlet을 통하

여 Fig. 5.2.1.1에 나타난 벨로우즈 튜 로 배출되며, 궁극 으로는 벨로우즈 

튜 와 연결된 염 회수 용기에 집합되게 된다. 그러나 inactive test의 결과, 

휘발된 염이 펌  시스템까지 오염시키는 부작용과 함께, 미세 우라늄 분말

이 염과 동반 휘발되어 염회수 용기에 포집되는 상이 찰되었다. 이에 

해서는 련 부분에서 상술하겠다.

  천연 우라늄의 속 환체를 사용한 smelter 시험운 에서는, 속 환장

치의 환원 극부에서 회수된 magnesia 필터를 부수고, 속 환체 일부 

(1.3 kg)만을 채취하여, 염휘발  우라늄 용융 실험을 수행하 다. Table 

5.2.1.1과 Fig. 5.2.1.2는 실험조건과 실험에 사용한 시료를 각각 보여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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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1.1. Smelter installed in the ACPF hot cell.

  Smelting 공정의 운 은 1차 가열, 잔류염 제거, 2차 가열, 속용융, 냉각

단계의 5 단계의 단  조작단계로 크게 이루어져 있다.

Table 5.2.1.1. Operation procedure of the smelter installed in the ACPF    

              hot cell (using fresh uranium)

단계
가열

단계

등온

(850 ℃) 

가열

단계

등온

(1400 ℃)

냉각

단계

조작
상온→

850 ℃

잔류염

제거

850 ℃→

1400 ℃

속

용융

1400 ℃→

상온

시간(hr) 4.25 5 2.75 5 자연냉각

  각 단  조작단계에 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1차 가열단계는 속한 

가열에 의한 실험시스템의 팽창이 래하는 기계  손상, 특히, 내부용기에 

담기게 되어 있는 마그네시아 필터의 손을 우려하여 시간당 200 ℃로 승

온속도를 설정하 다.



- 300 -

Fig. 5.2.1.2. Sample in a graphite mold for the inactive test  

            using fresh uranium.

  이때 반응분 기는 Ar 기체를 smelter 내부로 공 하면서, 진공펌 로 진

공으로 smelter를 배기하는 조건이었다. 이는 smelter 내부용기는 부압으로, 

그리고 이와 비교하여 그 외 나머지 smelter 내부는 양압으로 유지함으로써, 

휘발된 잔류염이 내부 용기 상부 구멍과 벨로우즈 밸 를 통해서만 장치 외

부로 배출되게 하고, 따라서 극 등의 장치 내부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조

건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압력차에 의하여 휘발 염이 내부용기에 한정되

는 효과와 함께 진공배기에 의하여 일정 이상의 염휘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Smelter inlet에서의 Ar 기체 공   smelter outlet에서

의 진공배기라는 반응분 기 제어조건은 냉각단계를 제외한 천연우라늄을 

사용한 본 inactive test  조작과정에 용되었다. 냉각단계에서는 진공배

기를 단하고, Ar 기체 flow 분 기에서 smelter 운 을 수행하 다. 

  잔류염 제거를 한 등온 단계는 850 ℃로 설정하 다. 우선 잔류염 제거 

온도를 850 ℃로 설정한 배경을 설명하겠다. ACP의 smelting 공정은 속 

용융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잔류염에 포함된 산화물에 의한 속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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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1.3. Calculated △Gr at various temperatures.

화는 방지되어야만 한다. U와 Li2O의 반응에 한 Gibbs 자유에 지 계산 

결과에 따르면, Li2O에 의한 U의 산화가 945 ℃ 이상의 고온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 (Fig. 5.2.1.3). 이는 ACP의 고유한 염 시스템에서는 Li2O에 의한 U

의 재산화를 방지하기 하여, 속/염 분리가 950 ℃ 이하의 온도에서 완료

되어야만 함을 의미한다.

  잔류염을 휘발에 의하여 제거하기 하여 smelter의 온도를 850 ℃의 등온

으로 5 시간동안 유지하 다. LiCl의 850 ℃에서의 증기압 2.86 torr를 고려

하여, Hertz-Langmuir Relation으로 계산한 LiCl의 휘발속도는 0.0323 

g/cm2/sec이다. 따라서 Smelter 내부용기의 배출구 OD 40 mm를 휘발면

으로 간주하면, 약 600 g의 잔류염이 휘발하기 해서는 25 분 정도가 소요

된다. 그러나 Hertz-Langmuir Relation은 진공 휘발에서 용되는 계식인

데 반하여, 본 실험은 앞서 설명하 듯이, Ar 기체 공   진공 배기의 조

건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휘발계수가 0.1 이하라고 가정하고, 휘발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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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으로 5 시간으로 정하 다.

  속분말의 용융온도는 1,400 ℃로 설정하 다. 우라늄의 녹는 은 1,133 

℃이다. 그러나 우라늄 산화막의 향 등으로 속분말이 미용융될 것을 우

려하여 용융온도를 다소 높게 설정하 고, 최고 온도에서 5 시간 유지하여 

분말이 충분히 용융되도록 하 다. 냉각단계는 smelter의 원공 을 차단하

고, 속의 산화를 막을 수 있는 Ar 기체 흐름 분 기에서 smelter가 자연 

냉각되는 방식으로 수행하 다.

  Fig. 5.2.1.4는 smelting 공정이 종료된 후, graphite 몰드에 남아있는 속

환체 집합체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집합체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몰드 벽면에도 우라늄이 다량 묻어있음이 찰되었다. 

Fig. 5.2.1.4. Uranium in a mold after the smelting using    

            fresh uranium.

  Graphite 몰드에 남아있는 우라늄 시료 의 잔류염 농도를 분석하기 하

여 atomic emission spectroscopy 분석을 수행하 다. Li를 정량한 결과, 35 

㎍/g으로 분석되었다. Li의 양을 측정하는 것은 시료 에 포함된 LiCl과 

Li2O 그리고 잔류할 수도 있는 속 Li까지 모두 정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염 증류장치 시제품에서의 실험에서는 Li 양이 체 으로 10 ppm 이하

다. 그 결과와 비교하여 상 으로 잔류 Li 양이 많은 이유는 샘 량의 차

이 (염증류장치 시제품에서는 ～10 g, smelter에서는 1.3 kg)에 기인하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즉, 샘 량이 많을수록 샘  내부의 Li가 효과 으로 외부

로 확산되어 휘발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잔류염의 휘발분리 측면만

을 고려하면 Ar 기체 공 , 진공배기 조건이 타당한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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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런데, 염 회수용기에 회수된 염을 ICP-AES로 분석한 결과, 우라늄이 

664 ppm이나 검출되었다. Fig. 5.2.1.5는 염 회수 용기 내부를 보여주고 있다.  

육안으로도 우라늄 분말에 기인하는 까만색이 찰된다. 이는 Ar 분 기에

서 수행한 열 량 분석기 실험결과와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즉, Ar 기체 흐

름 분 기에서는 1,400 ℃에서 우라늄의 휘발은 찰되지 않았다. Smelter의 

진공배기 운 조건에서 우라늄 분말이 염과 함께 동반 배출되어 염 회수 용

기에서 찰되는 이와 같은 상은 필터 등의 설치나, 공정조건 수정 등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결과 으로 smelter를 이용한 실험에서, 속

환체로부터 LiCl과 Li2O 잔류염은 용이하게 휘발 분리할 수 있었으나, 우

라늄이 잉곳 형태로 제조되지 않는 과 일부 우라늄 분말이 휘발 잔류염과 

비말동반되는 상은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떠올랐다.

Fig. 5.2.1.5. Salts recovered in the trap.

  염 회수용기에 회수된 염을 정법으로 분석한 결과, 잔류염  Li2O의 농

도는 0.635 wt% 이었다. 이같이 상 으로 은 양은 Li2O의 일부분이 우

라늄과 반응하여 이산화 우라늄을 생성함을 의미한다. 내부용기의 무게 측정

을 통하여 520 g의 염이 휘발되었고, 따라서, smelter에 사용된 속 환체에

는 약 40 wt%의 잔류염이 존재하 음을 알 수 있다.

2. Inactive demonstration에서의 smelter 수정/보완 

  Smelter의 inactive demonstration을 수행하면서, ACPF 핫셀의 여건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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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smelter의 수정/보완도 함께 추진하 다. 핫셀에서 원격조작 도구를 이

용하여 공정을 운 하는 과정에서, 장치 원격조작 단계의 최소화와 장치의 

건 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필요성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우선 내

부용기 취 방법을 개선하 다. 즉, 내부용기 상부를 smelter 상부 랜지에 

고정시킴으로써 핫셀 내부에서의 내부용기 조작단계를 최소화시키고, 내부용

기를 원격조작하기 한 기존의 3개의 보조도구를 하나로 일체화한 내부용

기 용 원격취 도구를 개발하 다. Smelter 상부 flange 체결법도 볼트의 

모양과 높이를 조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 다. 한 열 도에 의하여 

smelter 가이딩 시스템의 슬라이딩 베어링이 손되는 것을 막기 하여 가

이딩 시스템의 상하 운동을 한 카본 부싱을 설치하 다. 그리고 smelter 

원격조작 과정에서의 극 손상을 방지하기 하여 극 보호 이스를 제

작, 부착하 다. Fig. 5.2.2.1은 수정된 smelter의 핫셀에서의 조작 과정을 내

부용기 취 을 심으로 보여주고 있다. 

  

Fig. 5.2.2.1. Modifications of the smelter installed in the ACPF hot cell.

  왼쪽 그림은 smelter 상부에 기존 내부용기의 뚜껑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 

집합체가 크 인에 의하여 가이드 을 타고 smelter 본체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간 그림은 이 smelter 상부 집합체를 크 인 조작

에 의하여 smelter 상부 거치 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 

그림은 내부용기 용 원격취 도구가 가시범  밖인, smelter 내부에 있는 

기존 내부용기의 몸통에 원격조작으로 부착되고, 이 게 내부용기 몸통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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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된 내부용기 용 원격취 도구를 크 인에 의하여 smelter 외부로 들어 

올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3. SIMFUEL을 사용한 Inactive Test 

  2006년 ACPF 핫셀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조성을 고려한 SIMFUEL을 사

용한 속 환시스템의 평가가 수행되었다. Smelter에서도 SIMFUEL을 사

용한 해환원 실험에서 제조된 속 환체를 상으로 SIMFUEL smelting

을 실험하 다. 천연우라늄을 상으로 한 smelting 실험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속 환장치의 환원 극부에서 회수된 magnesia 필터를 부수고, 

속 환체 일부 (0.96 kg)만을 채취하여, 염휘발  우라늄 용융 실험을 수

행하 다.

Table 5.2.3.1.  Operation procedure of the smelter installed in the ACPF   

               hot cell (using SIMFUEL)

단계
가열

단계

등온

(850 ℃) 

가열

단계

등온

(1400 ℃)

냉각

단계

조작
상온→

850 ℃

잔류염

제거

850 ℃→

1300 ℃

속

용융

1300 ℃→

상온

시간(hr) 4.25 3 2.25 3 자연냉각

Table 5.2.3.1에 smelter 운 조건을 나타내었다. SIMFUEL의 smelting 공

정 운 도 1차 가열, 잔류염 제거, 2차 가열, 속용융, 냉각단계의 5 단계의 

단  조작단계로 크게 이루어져 있다. 천연우라늄을 사용하여 수행한 실험과 

비교할 때, 용융온도를 1,400 ℃에서 1,300 ℃로 낮추고, 등온 단계의 유지시

간도 5 시간에서 3 시간으로 인 에서 차이가 있다. 한 잔류염 제거 단

계부터는 우라늄 분말이 휘발 잔류염과 비말동반하는 상을 방지하기 하

여 진공배기 조작을 지하고, 알곤 기체 흐름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Fig. 5.2.3.1은 실험 과정에서 smelter의 내부와 구리 극에서의 온도변화

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Smelter 내부의 온도가 설정온도에 맞추어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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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될 수 있으며, smelter 외부에 치하고 있는 구리재질의 극 온도도 

제한치인 250 ℃ 이하로 유지됨을 확인하 다.

Fig. 5.2.3.1. Smelter temperatures during a heating test in the SIMFUEL  

             smelting.

Smelting 실험이 종료된 후, 염 회수용기에서 회수한 염을 정법으로 분

석한 결과, LiCl 의 Li2O 농도는 0.0395 wt%이었다. 이는 Li2O가 우라늄과 

반응하여 우라늄 속을 이산화우라늄으로 산화시켰다는 과 아울러, 850 

℃ 등온, 알곤 기체 흐름 조건이 잔류염의 휘발분리에 합하지 못함을 의미

한다. 즉, 잔류염이 950 ℃ 이상의 온도에서도 알곤 기체 흐름 조건에서는 

휘발되지 않았고, 따라서 잔류염에 포함된 Li2O가 우라늄 속을 이산화우라

늄으로 산화시킨 것이다. 단, 이러한 조건에서는 비록 smelter의 온도가 

1,300 ℃의 고온으로 가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염 회수용기에서는 우라늄 분

말이 찰되지 않았다. 즉, 진공배기에 의하여 우라늄 분말이 휘발 잔류염과 

비말동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공조건이 아닌 유한한 압력이 가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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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의 잔류염 휘발에 해서는 제 7장에서 상술하겠다.

Fig. 5.2.3.2는 SIMFUEL의 smelting 공정이 종료된 후, graphite 몰드에 남

아있는 속 환체 집합체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집합체로 이루어졌고, 

진공배기 조건에서의 smelting과 비교하여 내부용기 내부가 비교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2.3.2. Uranium in a mold after the smelting using SIMFUEL.

Smelting 실험 후의 SIMFUEL 조성 변화를 규명하기 하여 ICP/AES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Table 5.2.3.2에 나타내었다. 비록 알곤 기체 흐

름 조건이 염의 휘발분리에는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칼리  

알칼리 토 속계 화합물은 상당량이 휘발되어 속집합체로부터 분리되는 

반면에, 희토류는 일부만이 휘발되고, 속성분, 특히 Zr 등은 상당량이 잔류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량 인 자료를 얻기 해서는 보다 잘 제어된 실

험 조건에서 추가 인 실험이 수행되고, 실험 시료의 균일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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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3.2. Elemental analyses for the SIMFUEL from the smelting

Metal
Metal mg/g Initial 

SIMFUEL

Metal mg/g Smelted 

Product
잔류율(%)

Ba 2.06 0.054 2.62

Sr 0.84 0.084 10.0

Cs 5.28 <0.008 <0.15

Ce 3.08 1.360 44.2

La 3.608 1.584 43.9

Nd 13.749 4.478 32.6

Y 1.0184 0.352 34.6

Mo 3.821 2.408 63.0

Zr 4.11 3.756 91.4

Ru 1.523 1.135 74.5

  

4. 속분말 용융법 고도화 

  사용후핵연료의 부분을 차지하는 우라늄의 용융을 하여 새로운 용융

법을 시도하 다. 우선 그 배경에 하여 기술하겠다. Smelting 결과 생성된 

속 환체는 해정련 공정에서 추가로 정제될 수 있는데, 해정련 공정에

서는 스테인 스 스틸 재질의 배스킷에 담긴 우라늄을 비롯한 반응물은 산

화되어 염에 녹은 다음, 환원 극에서 회수되며, 그 과정에서 정제가 이루어

지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스테인 스 스틸은 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산화 극 배스킷에 도입된 Fe 성분은 체 인 해정련 공정의 

효율에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단되었고, 이는 우라늄을 Fe와 함께 공

융시키자는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해환원 공정에서 스테인 스 스틸 재질

의 환원 극 conductor를 사용할 경우, FeU6 상의 생성이 찰되고 있다. 이 

FeU6의 peritectic melting은 831 ℃에서 일어난다 [5.2.4.1, 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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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4.1. Peritectic melting of FeU6.

  Fe와 우라늄을 함께 녹이는 방안을 실험 으로 검증하기 하여, Li, Fe, 

U3O8로 이루어진 시료를 시차주사열량기에 넣고, DSC 실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Fig 5.2.4.1에서 나타나듯이 리튬의 용융에 기인하는 흡열 피크, 리

튬 속에 의한 우라늄 산화물의 우라늄 속으로의 환원  Fe와의 반응에 

기인하는 발열피크, 그리고 Fe와 우라늄 화합물의 용융에 기인하는 흡열피크

가 온도 상승에 따라 순차 으로 찰되었다. 마지막 흡열피크는 우라늄이 

Fe와 화합물을 형성할 경우, 속분말의 용융이 Li2O에 의해 우라늄 속이 

이산화우라늄으로 산화되는 온도 이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와 련해서는 해정련과 해환원 공정의 연계성에 주안 을 두고, 추가

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리튬 속을 이용한 속분말의 속잉곳으로의 제조방법에 

해서도 연구하 다. 이 방법은 속분말의 재산화를 방지하고 용융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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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속분말이 서로 뭉치게 하는 한편, 사용된 리튬을 속잉곳으로부터 쉽

게 휘발 분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 의 속잉곳 제조법에서 야기되었던 

공정의 복잡성, 잉곳 제조 과정의 실제  어려움, 부산물에 의한 환경부담 

등의 단 을 극복하고, 속분말을 효율 으로 속잉곳으로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었다. 

  우선 기술개발의 배경에 하여 기술하겠다. 재까지 알려진 어떠한 방법

으로도 고체 우라늄 이산화물로부터 우라늄 속잉곳을 직  만들지는 못한

다. 따라서 우라늄 이산화물을 우라늄 테트라 루오라이드(UF4)로 환시킨 

다음, 용융된 우라늄 테트라 루오라이드를 Mg, Ca 등의 용융 속과 액상 

반응시켜 환원시키며, 생성된 우라늄( 도: 약 19 g/cm3)을 도차에 의하여 

반응기 하부 몰드에 집합시킨 다음 잉곳 형태로 제조하는 방법이 일반 으

로 사용되고 있다. 속분말을 용융시키기 한 과정은 산소에 의한 재산화

를 방지하기 하여 진공 는 알곤 가스 등의 비활성 기체 분 기에서 수

행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나 미세 속분말은 산화물에서 속으로 환원

되는 과정에서 표면이 이미 산화막으로 덮여 있거나, 시스템에 존재하는 미

소량의 산소에 의해서도 쉽게 산화되어 버린다. 따라서 진공 는 비활성 기

체 분 기의 유지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속분말을 용융을 통하여 

속잉곳을 제조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특히, LiCl-Li2O 용융염계를 해질로

서 구비한 기화학  속 환원장치의 환원 극부의 마그네시아 용기에서 

회수한 속분말에는 약 30 wt%의 잔류 LiCl-Li2O 염이 존재하고, 이들 염

이 속분말의 용융과정에서 휘발되므로 용융 시스템 내의 산소 농도를 제

어하기가 극히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온에서 리튬 속을 속분말

을 용융시키기 한 도가니에 장입하고 용융하여 잉곳을 효율 으로 제조함

으로써, 종래 smelting 공정이 지니는 기술  문제 을 극복하고자 하 다.

  본 기술은 도가니에 담긴 속분말 에 리튬 속을 장입하는 단계(단계 

1); 상기 단계 1의 도가니를 가열하여 리튬 속을 용융시키는 단계(단계 2); 

상기 단계 2의 도가니를 가열하여 순차 으로 속분말을 용융시키고 리튬

속을 휘발시키는 단계(단계 3); 상기 단계 3에서 얻은 용융체를 냉각하여 

고체 속잉곳을 제조하고 제조된 속잉곳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단

계(단계 4)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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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법은 상온에서 리튬 속을 속분말을 용융시키기 한 도가니에 장

입하고 속분말을 용융한 후 냉각하여 속잉곳을 제조하는 것이다. 리튬

속의 녹는 은 180.5 ℃이다. 따라서 장입된 리튬 속은 우라늄 속분말이 

산소와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약 200 ℃보다 온에서 액체 상태가 

되고, 그 낮은 도(0.5 g/cm3)로 인하여 도가니 내의 속 환체 분말( 를 

들어, 도가 19 g/cm3인 우라늄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상층부에 부유하

면서 기체상의 산소가 속 분말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리

튬 속의 끓는 은 1336 ℃이므로, 우라늄(녹는 : 1132 ℃) 등 속분말의 

용융과정이 끝난 후 리튬을 속 용융체로부터 휘발, 분리하는 것도 비교  

용이하다.

  장입되는 리튬 속의 양은 도가니의 기하학 인 구조 등에 좌우되나, 리튬

의 휘발과 회수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잔류염을 포함한 속분말의 0.01 

내지 10 wt%인 것이 바람직하고, 0.01 내지 4 wt%인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상기 0.01 wt% 미만인 경우, 용융온도 이상에서 충분히 

속분말 상부를 덮지 못하여 속분말의 표면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고, 10 

wt%를 과하는 경우, 과량의 리튬을 휘발시키고 회수하는 부담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smelter의 승온속도는 리튬과 잔류염의 휘발을 최소화하도록 

될 수 있는 한 빠른 것이 바람직하나, 사용되는 가열로의 성능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조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리튬 속은 우라늄 속분말 등이 산

소와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약 200 ℃보다 온에서 액체 상태가 되

고, 그 낮은 도로 인하여 도가니 상층부에 부유하면서 속분말이 기체상

의 산소와 하여 재산화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한, 속분

말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막을 괴하여 용융단계에서 속분말들을 용이하

게 응집시키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단계 3은 단계 2의 도가니를 가열하여 순차 으로 속분말을 용융

시키고 리튬 속을 휘발시키는 단계로, 용융온도는 속분말을 용융시키기 

한 제한조건으로, 상층부에서 부유하면서 속분말이 기와 하는 것

을 방지하고 있는 리튬이 과량으로 휘발되어, 속분말이 하나의 용융 집합

체로 만들어지기 에 기 상에 노출되지 않는 온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야 한다. 특히, 상기 속분말의 용융 과정은 리튬의 끓는 인 1336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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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녹는 이 1132 ℃인 우라늄 속의 경우에

는 용융과정을 1160 ℃ 내지 1200 ℃의 온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용융된 속 집합체가 만들어지면, 리튬은 용융된 속 집합체로부터 

완 히 휘발 분리될 수 있다. 휘발온도가 높을 경우 휘발시간을 짧게 하고, 

휘발온도가 낮을 경우 휘발시간을 길게 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속분말의 용융온도를 높게 하고 용융시간을 길게 한 경우, 리튬의 휘발 온

도는 1300 ℃를 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LiCl 등의 잔류염도 속 용융

체로부터 함께 휘발,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단계 3의 휘발된 리튬

은 응축시켜 회수함으로써 재사용할 수 있다. 상기 회수된 리튬에 산화리튬

이 과량 존재할 경우에는 해과정을 거쳐 리튬 속으로 재생시킬 수도 있

을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개념을 검증하기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해환원공정에서 제

조한 속 환체를 세척하여 잔류염을 제거한 다음, 우라늄 속분말(5.5 g)

을 고 도 마그네시아 용기에 담은 다음, 그 상부에 리튬 속 알갱이(0.09 g)

를 기 에서 장입하 다. 이 도가니를 항식 슈퍼 칸탈 가열로(10 kW)

에 장입한 다음, 시간당 500 ℃의 속도로 가열하여 1200 ℃ 까지 승온하

다.  1 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한 후, 상온으로 냉각한 다음 도가니로부터 우

라늄 속잉곳을 분리할 수 있었다. 가열로에서의 실험과정은 알곤 기체 흐

름분 기에서 수행되었다.

  잔류염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도 리튬을 이용한 용융방법이 용될 수 있는

지를 규명하고자 하 다. 출발물질로 잔류염이 포함된 속 환체(우라늄 

속분말 2.51 g과 LiCl-Li2O (LiCl의 0.5 질량%) 1.18 g로 분석됨) 시료를 고

도 마그네시아 용기에 담은 다음, 그 상부에 리튬 속 알갱이(0.04 g)를 

기 에서 장입하 다. 도가니를 항식 슈퍼 칸탈 가열로에 장입한 다음, 

시간당 500 ℃의 속도로 가열하여 1200 ℃ 까지 승온하 다. 그리고 1 시간 

동안 유지한 후, 상온으로 냉각한 다음 도가니로부터 생성물을 분리하 다. 

가열로에서의 실험과정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알곤 기체 흐름 분 기에서 수

행되었다. 분리한 생성물을 순수로 세척한 후, 그 세척액을 페놀 탈 인 지

시약과 0.1 N 염산을 사용하여 정하여도 리튬 속 는 산화리튬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된 수산화리튬은 찰되지 않았다. Fig. 5.2.4.2의 (a)는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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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속 알갱이를 보여주고 있다. 도가 19 g/cm3으로 측정되어 순수한 

우라늄 속 집합체가 제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b)

      Fig. 5.2.4.2. Melting with Li (a) and without Li (b).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리튬을 이용하지 않는 비교실험을 수행하여 리튬 도

입의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하 다. 출발물질로 해환원 속

환체 (우라늄 속분말 2.33 g과 LiCl-Li2O (LiCl의 0.5 질량%) 잔류염 1.10 

g) 시료를 고 도 마그네시아 용기에 담고, 도가니를 항식 슈퍼 칸탈 가열

로에 장입한 다음, 시간당 500 ℃의 속도로 가열하여 1200 ℃ 까지 승온하

다. 1 시간 동안 유지한 후, 상온으로 냉각한 다음 도가니로부터 생성물을 

분리하 다. 그 생성물은 Fig. 5.2.4.2의 (b)에 나타나듯이, 부분의 속분말

은 산화막으로 덮인 채 뭉치지 못하고 흩어져 있었다. 따라서, 속잉곳 제

조에 있어서, 장입된 리튬 속을 그 녹는  이상으로 가열 시 도가니의 상층

부에 부유하여 우라늄의 산화를 방지하고 우라늄 속이 응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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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폐용융염 이송시스템  폐용융염 Ingot 제조시스템

1. U3O8을 이용한 해환원공정에 한 폐용융염 Ingot 제조시스템 성능평가 

 가. 연구수행 내용  범

    Hot cell 내에 설치된 20 kgHM/batch 규모의 해환원장치에서 U3O8

을 이용한 해환원공정을 수행하 다. 이 때 발생된 90 kg의 LiCl-Li2O 용

융염을 실증용 폐용융염 ingot 제조 장치로 이송하여 염잉곳을 제조함으로써 

실증용 염잉곳 제조장치에 한 염이송 운 성, 염잉곳 제조성  원격 운

성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나. 실험방법

    U3O8을 일체형 cathode에 충 시킨 후 해환원공정을 통해 발생된 폐

용융염을 실증용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로 이송하여 염잉곳을 제조하는 방

법은 상기된 운 차서에 따라 수행하 다. 실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운

시작 에 다음과 같이 검을 수행한다. 먼 , 용융염 이송 의 고온밸  

 모든 밸 가 닫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제어반의 모든 스 치는 OFF 

상태인지 확인한다. 그런 다음 몰드(염잉곳 6.3 kg)에 뚜껑을 체결하여 16 개

를 hot cell 안에 넣는다. 제어반의 주 원 ON, 이송  가열기를 650 ℃로 

설정하여 스 치를 ON시켜 실험 비를 한다. 그런 다음 몰드하우징의 운반

용기를 몰드 고정 장치 에서 앞으로 진한다. 몰드를 원격보조도구와 크

인을 이용하여 몰드하우징에 장착한 다음 뚜껑을 분리하여 바닥에 내려 

둔 후 몰드하우징의 운반용기를 몰드 고정 장치 으로 후진한다. 몰드하우

징을 상승하여 몰드를 몰드 고정 장치에 장착한다. 그런 다음, 고온 밸 를 

잠근 상태에서 진공펌 를 작동하여 장치 체를 진공으로 잡은 다음 surge 

tank의 진공 밸 를 닫는다. Leak가 없으면 Ar가스를 공 하여 몰드의 압력

을 상압으로 조 하고, 용융염이 배출되는 노즐의 가열로를 ON시킨다. 몰드 

가열기를 가열하여 몰드표면에 설치한 열 의 온도가 90~100 ℃에 도달하

는 시간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용융염 이송   노즐의 온도가 650 ℃, 몰

드 표면온도 90~100 ℃에 도달하면, 몰드와 surge tank 사이에 있는 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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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고, 진공 밸 를 열어 surge tank내부를 진공으로 잡은 다음 진공밸 를 

닫는다. 용융염 이송 의 고온밸 를 열고 몰드와 surge tank사이에 있는 밸

를 열어 용융염을 이송한다. 이때 압력변화를 잘 찰하고 기록하도록 한

다.  용융염이 부 이송되었다고 단되면(압력 게이지로 확인) 시간을 체

크하여 기록하고, 몰드와 surge tank 사이에 있는 밸 를 닫고, 몰드에서 배

기 쪽의 밸 를 열어 놓는다. 속 환 장치에서 용융염 이송 을 통하여 

나오는 fume을 막기 해 노즐가열로를 OFF한다. 몰드 고정 장치와 몰드 

하우징 사이에 설치된 공기 공 노즐을 통하여 일정량의 공기를 공 하여 

몰드  몰드고정 장치를 냉각하여 O링을 보호한다. 용융염이 이송되면서 

발생한 fume을 제거하기 해 알곤 가스를 일정한 속도로 공 하면서, 동시

에 용융염을 냉각하여 고체의 염이 될 때 까지 연속 으로 공 한다. 용융염

이 충분히 냉각되어 고화되었다고 단되면(몰드의 표면 온도로 확인), 몰드

하우징을 하강한다. 몰드하우징의 운반용기를 몰드 고정 장치 에서 앞으로 

진 한다. 원격 보조도구와 크 인을 이용하여 몰드에 뚜껑을 장착하고, 몰

드를 몰드하우징에서 밖으로 집어낸다. 이송된 용융염의 양을 계량하여(무게

측정) 기록한다. 몰드 고정 장치와 노즐 부 의 상태를 찰하여 용융염이 

튀어서 벽면에 묻었는지 살펴보고 결과를 기록한다. 만일 이상이 있으면 수

정작업을 하여 보완한 다음 실험을 계속한다. 새로운 몰드를 몰드하우징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어서 바닥에 내려놓는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여 속 환 

장치의 용융염을 부 처리하여 잉곳으로 제조한다. 속 환 장치의 용융염

이 부 처리되면, 배 반의 모든 가열기의 스 치를 끄고, 고온밸 를 닫고, 

장치의 온도가 150 ℃ 이하가 되면, 모든 밸 를 닫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 그런 후, 주 원을 OFF하고 염 잉곳이 들어있는 몰드를 하루 정도 충분

히 냉각시킨 다음, 보조도구와 크 인을 이용하여 neutron counter에 옮겨서 

방사능을 측정한 다음 storage vault에 임시 장한다.

 다. 폐용융염 Ingot 제조 특성 평가

    해환원공정을 통해 발생한 폐용융염을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를 이

용하여 이송  고화 과정의 반복  수행으로 일정한 크기의 ingot을 제조하

는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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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l의 내부용 을 갖는 surge tank를 이용하여 vacuum pump로 몰드  

이송  등을 진공으로 한 후 압력차를 이용하여 해환원장치 내의 90 kg 

용융염을 몰드로 이송하 다. 이론상으로 -1.00 kg/cm2의 압력으로 4.2 l의 

용융염을 이송하 을 경우 몰드 하나당 6.3 kg의 용융염을 이송할 수 있다. 

실제 으로 90 kg의 용융염을 이송한 결과 Fig.5.3.1.1과 같이 15 개의 몰드

를 이용하여 총 82.2 kg의 용융염을 이송하는데 성공하 다. 염 잉곳 한 개

의 평균무게는 5.48 kg이다. 해환원공정에 사용된 용융염 90 kg  일체형 

cathode에 포함된 용융염이 우라늄산화물의 약 40 wt%이므로 실제 해환

원공정에서 발생된 폐용융염을 기 으로 하면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를 통

한 염회수율은 약 95% 이상이 되었다. 

Fig. 5.3.1.1. Photograph of the salt ingots.

  해환원장치로부터 용융염이 진공감압에 의해 몰드로 이송되는 시간은 

몰드당 40 ∼ 80 으며 이송된 용융염이 몰드 내에서 표면이 냉각되는 

시간은 몰드당 6 ∼ 8 분 정도 걸렸다. 이송된 용융염을 포함한 몰드의 표면

온도는 약 220 ℃ 다. Hot cell 내에서 자연냉각으로 overnight 후 몰드의 

표면온도는 실내온도로 떨어졌다. 그리고 용융염이 몰드 내에서 고화되면서 

응축이 일어나 다음 Fig. 5.3.1.2와 같이 아주 양호하게 몰드에서 분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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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1.2. Photographs for the separation of a salt ingot from a mold.

  고화된 잉곳에 한 물리․화학  특성을 분석하 다. 고화된 잉곳의 무게

와 부피를 측정하여 잉곳의 평균 도를 구할 수 있었는데 약 1.82 g/cm
3

다. 그리고 Table 5.3.1.1은 고화된 용융염에 포함된 속성분에 한 

ICP-AES 분석결과이다. 

Table 5.3.1.1. ICP-AES analysis of metals in salt ingot solidified by the 

salt ingot equipment from the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by using the U3O8.

Metal Metal conc. in salt ingot (ppm)

Pt 1284

U 270

Fe 204

Ni 69

Cr 36

  Table 5.3.1.1의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U이 270 ppm 포함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해환원 공정  일체형 cathode의 다공성 마그네시

아 멤 인의 일부에서 크랙이 발생하여 우라늄의 일부가 빠져나왔기 때문

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anode의 재료인 백 과 반응기 재질인 Fe, Ni 

 Cr 등이 용융염에 의한 부식으로 용융염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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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MFUEL을 이용한 해환원공정에 한 폐용융염 Ingot 제조시스템     

   성능평가 

 가. SIMFUEL을 이용한 실증용 속 환시스템의 염잉곳 제조장치 운 성  

     평가  염잉곳 제조 데이터 생산

    Hot cell에 설치완료된 실증용 속 환시스템의 성능평가를 해 일체

형 cathode에 충 되는 연료로 우라늄산화물(U3O8)만 아니라 다른 희토류 

속  Sr, Cs 그리고 귀 속 등을 첨가한 SIMFUEL을 이용하 다. 이 결과

로부터 실제 사용후핵연료에 한 거동을 모사하고자 하 다. SIMFUEL의 

조성은 상기에 기술된 내용과 같다. SIMFUEL을 이용한 실증용 속 환시

스템의 성능평가는 2 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실증용 속 환시스템의 성능

평가 시험  염잉곳 제조장치를 이용한 염잉곳 제조에 해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정리하 다. 

  (1) 1차 염잉곳 제조 시험평가 I

      20 kgHM/batch 실증용 속 환장치에서 일체형 cathode에 

SIMFUEL을 충 하여 해환원공정을 거친 90 kg의 용융염을 실증용 폐용

융염 ingot 제조장치를 이용하여 염잉곳으로 제조하는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를 이용한 성능평가 시험 이 에 제조장치의 이

송  온도제어시스템을 검하 다. 다음 Fig. 5.3.2.1과 같이 L1, L2, L3, L4 

그리고 L5지 의 온도를 650 ℃로 설정하 을 때 blank test의 결과처럼 이

송   고온밸   노즐 등의 각 지 에서의 온도가 615 ℃이상으로 유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SIMFUEL을 이용한 해환원공정에서 발생된 90 kg의 용융염을 성공 으

로 이송한 결과 Fig. 5.3.2.2와 같이 17개의 몰드를 이용하여 총 89.76 kg의 

용융염을 이송하는데 성공하 다. 그 결과를 Table 5.3.2.1에 정리하 다. 염 

회수율을 보면 99.7%가 됨을 확인하 다. 잉곳 한 개의 평균무게는 5.17 kg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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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2.1 Temperature control system for the salt transferring system.

Fig. 5.3.2.2. Photograph of the salt ingots.

  

Fig. 5.3.2.3. Photographs for the separation of a salt ingot from a 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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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환원장치로부터 용융염이 진공감압

에 의해 몰드로 이송되는 시간은 몰드당 60 ∼ 120 으며 이송된 용융염

이 몰드 내에서 표면이 냉각되는 시간은 몰드당 6.5 ∼ 7 분 정도 걸렸다. 

이송된 용융염을 포함한 몰드의 표면온도는 약 320 ℃ 다. U3O8을 이용한 

해환원공정에서 발생한 염을 이송한 결과와 비교해보면 이송시간과 냉각

시간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Hot cell 내에서 자연냉각으

로 overnight 후 몰드의 표면온도는 실내온도로 떨어졌다. 그리고 U3O8을 이

용한 해환원공정에서 발생한 염을 냉각시킨 결과와 마찬가지로 용융염이 

몰드 내에서 고화되면서 응축이 일어나 Fig. 5.3.2.3과 같이 아주 양호하게 

몰드에서 분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를 통해 SIMFUEL을 이용한 해환원공정에서 

발생한 염을 고화시켜 제조한 염잉곳에 해 물리․화학  특성을 분석하

다. 고화된 잉곳의 무게와 부피를 측정하여 잉곳의 평균 도를 구할 수 있

었는데 약 1.80 g/cm3이 다. 이 결과는 U3O8을 이용한 해환원공정에서 발

생한 염을 고화시킨 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다. 그리고 고화된 염잉곳의 일부

를 채취하여 화학  분석을 수행하 다. Table 5.3.2.2는 고화된 용융염에 포

함된 속성분에 한 ICP-AES 분석결과이다. Table 5.3.2.2의 결과에서 보

는 것처럼 U이 591 ppm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U3O8을 이용한 

해환원공정에서 발생한 염을 고화시킨 결과보다 2배 이상 U이 많이 나온 

결과이다. 이는 이  결과와 마찬가지로 해환원 공정  일체형 cathode의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이 열충격에 의해 크랙이 발생하여 우라늄이 일

부 용융염으로 빠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한 Fe 등도 U3O8을 이용한 결

과보다 4배 이상 많이 검출되었는데 이로부터 부식반응이 많이 진행되었음

을 간 으로 알 수 있다. 한편, 알카리  알카리토 속인 Ba, Sr  Cs도 

용융염에서 검출되었는데 이들은 용융염으로 빠져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희토류 속  일부도 용융염에 용해되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2차 염잉곳 제조 시험평가

      1차 염잉곳 제조 시험평가를 진행할 때 heating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

하 다. 일부 칸탈선에 과 압이 흘러 끊어져 교체하면서 온도제어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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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었고 칸탈선 교체 후 과 압이 흐르지 않도록 heating 시스템에 가해지

는 류를 염잉곳 제조 시간 내내 일일이 조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Table 5.3.2.1. The results of the salt ingot solidification by the salt ingot 

equipment from the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by using 

the SIMFUEL. 

Mold

No.

Pressure 

measurement of 

surge tank (kg/cm2)

Transferring 

time of salt 

(sec)

Salt weight 

transferred in 

the mold (kg)

Cooling time of 

the salt surface in 

the mold (min)
Initial Final

1 -0.95 -0.15 60 4.74 6.5

2 -0.96 -0.15 50 5.50 6.5

3 -0.96 -0.16 50 5.68 6.5

4 -0.96 -0.16 90 4.50 7.0

5 -0.97 -0.16 90 6.10 7.0

6 -0.97 -0.17 90 5.88 6.5

7 -0.97 -0.17 100 5.38 6.5

8 -0.97 -0.18 100 5.72 6.5

9 -0.98 -0.18 100 5.58 6.5

10 -0.97 -0.19 100 5.66 6.5

11 -0.90 -0.19 120 5.56 6.5

12 -0.97 -0.19 120 5.42 6.5

13 -0.90 -0.20 120 5.42 6.5

14 -0.98 -0.20 120 5.34 6.5

15 -0.90 -0.20 120 4.74 6.5

16 -0.98 -0.21 120 5.08 6.5

17 -0.99 0.0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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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2.2. ICP-AES analysis of metals in salt ingot solidified by the 

salt ingot equipment from the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by using the SIMFUEL..

Metal Metal Conc. in Salt Ingot (ppm) 

Ba 219

Sr 76

Cs 433

Ce 69

La 76

Nd 170

Y 75

Mo 86

Zr 9

Ru 0

U 591

Fe 848

  이와 같은 문제 을 수정 보완하기 해 Fig. 5.3.2.4와 같이 이송시스템 

 온도제어시스템을 보완하 다. Fig. 5.3.2.4에서 보는 것처럼 이송  배열

을 단순화시켰으며 heating 시스템을 L1, L2, L3, L4  노즐 heating으로 

조정하 다. 그리고 이송   고온 밸  그리고 노즐 부분의 온도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해 각 부 에서 측정된 온도를 각각의 display로 연결하여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 다. 

  이 게 수정․보완된 heating 시스템에 해 온도제어 결과를 시험하 다. 

해환원장치에 연결된 부분과 이송 , 고온밸   노즐의 온도제어를 650 

℃로 설정하여 이송시스템의 온도를 측정해 본 결과 Fig. 5.3.2.5와 같이 용

융염의 녹는  614 ℃보다 높도록 유지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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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2.4. Temperature control system for the salt transfer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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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2.5. Measurement of temperature at each point for the transferring

            system.

  수정보완된 이송시스템으로 SIMFUEL을 이용한 해환원공정에서 발생된 

90 kg의 용융염을 성공 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 Fig. 5.3.2.6과 같이 17개의 

몰드를 이용하여 총 84.62 kg의 용융염을 이송할 수 있었다. 염회수율을 보

면 94%가 됨을 확인하 다. 잉곳 한 개의 평균무게는 4.98 kg이다. 그 결과

를 Table 5.3.2.3에 정리하 다.  

Melting point of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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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2.6. Photograph of the salt ingots solidified by the salt ingot

               equipment.

  Table 5.3.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환원장치로부터 용융염이 진공감압

에 의해 몰드로 이송되는 시간은 몰드당 40 ∼ 110 으며 이송된 용융염

이 몰드 내에서 표면이 냉각되는 시간은 몰드당 5 ∼ 6.5 분 정도 걸렸다. 

이송된 용융염을 포함한 몰드의 표면온도는 약 300 ℃ 다. 1차 염잉곳 제조 

시험평가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이송시간과 냉각시간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Hot cell 내에서 자연냉각으로 overnight 후 몰드의 표면

온도는 실내온도로 떨어졌다. 그리고 1차 염잉곳 제조 시험평가와 마찬가지

로 용융염이 몰드 내에서 고화되면서 응축이 일어나 아주 양호하게 몰드에

서 분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를 통해 SIMFUEL

을 이용한 해환원공정에서 발생한 염을 고화시켜 제조한 염잉곳에 해 

도를 측정하 다. Table 5.3.2.4와 같이 고화된 잉곳의 무게와 부피를 측정

하여 도를 구할 수 있었는데 평균 도는 약 1.755 g/cm
3이 다. 이  시험

평가에서 고화된 잉곳들과 비교해볼 때 비슷한 도를 나타냄을 확인하 다.

 나. 실증용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의 원격운 성 평가

    Salt ingot 몰드  원격 취 기구를 개선하여 제작함으로써 원격운 성

을 향상시켰다. 기존의 몰드와 몰드 뚜껑의 체결방식은 나사산에 의한 체결 

방식이었다.



- 325 -

Table 5.3.2.3. The results of the salt ingot solidification by the salt ingot 

equipment from the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by using 

the SIMFUEL. 

Mold

No.

Pressure 

measurement of 

surge tank (kg/cm
2
)

Transferring 

time of salt 

(sec)

Salt weight 

transferred in 

the mold (kg)

Cooling time of 

the salt surface in 

the mold (min)
Initial Final

1 -0.95 -0.15 60 4.74 6.5

2 -0.96 -0.15 50 5.50 6.5

3 -0.96 -0.16 50 5.68 6.5

4 -0.96 -0.16 90 4.50 7.0

5 -0.97 -0.16 90 6.10 7.0

6 -0.97 -0.17 90 5.88 6.5

7 -0.97 -0.17 100 5.38 6.5

8 -0.97 -0.18 100 5.72 6.5

9 -0.98 -0.18 100 5.58 6.5

10 -0.97 -0.19 100 5.66 6.5

11 -0.90 -0.19 120 5.56 6.5

12 -0.97 -0.19 120 5.42 6.5

13 -0.90 -0.20 120 5.42 6.5

14 -0.98 -0.20 120 5.34 6.5

15 -0.90 -0.20 120 4.74 6.5

16 -0.98 -0.21 120 5.08 6.5

17 -0.99 0.0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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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2.4. The measurement of the densities of the salt ingots 

solidified by the salt ingot equipment from the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by using the SIMFUEL. 

Mold No.

Height of Salt 

Ingot

(cm)

Diameter of Salt 

Ingot

(cm)

Weight of Salt 

Ingot

(kg)

Density of Salt 

Ingot

(g/cm3)

3 12.5 16.2 4.68 1.82

12 17.5 16.2 6.12 1.70

13 7.0 16.2 2.44 1.70

14 15.5 16.2 5.74 1.80

  이로 인해 몰드와 몰드 뚜껑의 나사산끼리 잘 맞도록 조정해야 할 뿐 아

니라 몰드 뚜껑을 여러 바퀴 돌려서 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MSM 

 크 인으로 원격 조작할 때 어려움이 따랐다. 몰드의 체결에 한 원격 

조작성을 향상시키기 해 몰드와 몰드 뚜껑의 체결 방식을 개선하여 제작

하 다. 몰드와 몰드 뚜껑을 Fig. 5.3.2.7에서 보는 것처럼 제작하여 몰드 뚜

껑에 만들어진 홈으로 몰드의 돌출부가 들어가게 함으로써 체결방식을 단순

화 시켰고 폐성도 보장되도록 하 다. 한편, Fig. 5.3.2.8과 같이 원격취  

보조기구를 개선하여 몰드의 원격 운 성을 향상시켰다. 원격취  보조기구

를 사용하여 Fig. 5.3.2.9와 같이 몰드를 고정시키며 몰드 뚜껑을 체결하는데 

용이하도록 하 으며 몰드를 으로 고정시켜 몰드를 이송시킬 때 용이하도

록 하 다. 이것은 제조된 염잉곳의 몰드를 후속장치인 neutron counter로 

이송하여 몰드의 방사능을 측정하게 할 때 용이한 이송방식이 된다. 

  개선된 원격취  보조기구를 활용함으로써 원격 운 성이 향상됨을 

Fig.5.3.2.10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3.2.10에서 보는 것처럼 MSM을 

이용하여 원격취  보조기구에 고정되어 있는 몰드를 으로 눕히는 동작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한 Fig. 5.3.2.11처럼 으로 눕 진 몰드에 원격취

 보조기구를 MSM으로 고정시켜 크 인으로 용이하게 몰드를 이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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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 다. 이를 통해 몰드를 neutron counter로 이송하여 몰드의 방사

능 측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하 다.

   

Fig. 5.3.2.7. Photographs of a mold and a lid of mold improved for the    

 remote control.

  

Fig. 5.3.2.8. Photographs of the aid tools for the remote control.

Fig. 5.3.2.9. Photograph of the operation of a mold with the aid tools for  

 the remot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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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5.3.2.10. The remote operation of a mold with an aid tool and a      

              manipulator. 

  Fig. 5.3.2.12는 neutron counter에서 방사능 측정이 끝난 후 몰드를 세워 

원격취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몰드를 크 인으로 연결하여 storage vault로 

이송할 때 용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몰드와 몰드 뚜껑의 개선에 의한 몰드 체결 방식의 단순화와 원격취  보

조도구의 개발로 폐용융염 ingot 제조 장치의 원격 조작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다. 실증용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의 수정  보완

    2차 염잉곳 제조 평가시험에서 이송시스템의 구조와 heating 시스템을 

수정․보완하여 이송시스템의 온도를 용융염의 녹는 (614 ℃)이상으로 유지

할 수 있었지만 칸탈선에 과 압이 흐르는 경우가 발생하여 칸탈선이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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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험이 있었고 한 thermocouple의 치가 이송  표면에 착되지 못

하여 부정확한 온도 입력으로 인해 일부 이송  라인이 1000 ℃에 가까운 

온도로 과열되는 상도 발생하 다. 이로 인해 고온밸 가 연결된 이송  

부 가 무게로 인해 아래로 휘는 상까지 발생하 다. 이러한 문제 을 보

완하기 해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의 이송시스템을 Fig. 5.3.2.13과 같이 

설계하여 다시 수정․보완코자 하 다. 속 환장치와 고온밸 사이의 이송

에는 경사진 부분을 다시 도입하 는데 이는 용융염이 몰드로 이송된 후 

이송 에 남아있는 염이 력에 의해 속 환장치로 흘러내리도록 한 것이

다. 그리고 고온밸 에는 지지 로 받쳐서 이송 이 열팽창과 무게로 인해 

아래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토록 하 다. Fig. 5.3.2.14는 수정․보완된 설계에 

따라 이송시스템  heating 시스템을 제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                      (b)                    (c)

                                  (d)

Fig. 5.3.2.11. The remote operation of a mold for transferring to the       

  neutron counter with aid tools, a manipulator and a 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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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5.3.2.12. The remote operation of a mold for transferring to the       

  storage vault with aid tools, a manipulator and a crane. 

  그리고 이송시스템에 한 blank test를 통해 데드존이 없이 안정 인 온

도제어시스템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Fig. 5.3.2.15와 

같다. 

Fig. 5.3.2.13. The improved temperature control system of the salt         

   transfer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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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5.3.2.14. The construction of the improved salt transferring system.

Fig. 5.3.2.15. Measurement of temperature at each point for the improved  

             transferring system.

Melting point of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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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결론

    20 kgHM/batch 해환원공정에서 발생한 용융염을 폐용융염 ingot 제

조장치로 이송하여 염잉곳으로 제조하는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속 환장

치에서 일체형 cathode에 충 되는 물질로 U3O8을 이용하여 해환원공정을 

거친 용융염과 SIMFUEL을 이용하여 해환원공정을 거친 용융염에 해 

각각 염잉곳 제조공정을 수행하 다. 각각의 경우에 해 90 kg의 용융염을 

진공감압법을 이용하여 안정 으로 이송하 고 다수의 몰드에 일정량의 염

을 고화시켜 성공 으로 잉곳을 제조할 수 있었다. 염회수율은 모두 94% 이

상이었고, 몰드와 몰드에 고화된 잉곳의 분리성에서도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U3O8  SIMFUEL을 이용한 해환원공정으로부터 발생한 각각

의 용융염의 경우 염잉곳제조 공정에 있어서는 물리  특성에서 거의 차이

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화된 염잉곳에 한 화학  분석에 따르면 

용융염에 용해된 속 성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염이송 시간  몰드에 이송

된 염의 표면이 고화되는 시간 그리고 고화된 염잉곳의 도 등 물리  특

성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용융염의 양이 다른 

속의 양보다 상 으로 월등히 많기 때문에 물리  특성들이 거의 용융

염 특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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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ACP 공정해석을 한 반응공학  열역학

           데이터 생산

제 1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주요 핵종의 해반응 평가

1. LiCl-Li2O 용융염계에서 희토류산화물(RE2O3)의 해환원 특성 평가

 가. 시약  실험장치

    실험에 사용한 희토류산화물들은 Rare Metallic (Japan, 99.99%)에서 구

입하 고 미량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수산화물을 제거하기 하여 800 

℃ 공기 에서 24 시간 동안 열처리 한 후에  사용하 다. LiCl (99.99%)와 

Li2O (99.5%)는 각각 미국회사인 Alfa AESAR와 Cerac Company에서 구입

하여 더 이상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 다. 

  모든 실험은 산소와 수분농도를 3 ppm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Fig. 6.1.1.1

과 같은 glove box 안에서 수행하거나 폐된 반응용기에 Ar를 흘려주면서 

수행하 다. 폐된 반응용기로 수행한 모든 기화학 측정은 One-A-Tech

사의 WPG100 potentiostat/galvanostat를 사용하여 수행하 고, Glove box에

서 수행한 cyclic voltammetry를 포함한 일부 기화학실험은 EG&G사의 

PAR273a potentiostat/galvanostat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기화학실험과 용해도 측정을 한 반응용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 니

 용기  glassy carbon 용기를 사용하 고 이들 용기는 기 연을 

하여 보다 큰 알루미나(Al2O3) 용기에 넣어서 사용하 다. 

  산화 극과 기 극은 직경 3 mm, 길이 100 mm의 백  rod를 구입하여 

총 길이가 약 40 cm가 되도록 스테인리스 스틸 rod와 쉽게 연결할 수 있도

록 만들어 사용하 고 백 이 소모가 되었을 경우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도

록 하 다. 환원 극으로 사용한 스테인리스 스틸 은 다공성의 MgO filter 

내에 놓이도록 하여 환원 극에서 생성된 Li 속이 외부 용융염으로 빠져나

가지 못하도록 하 다. 다공성 MgO filter는 pore size가 3 μm, 내경 11 mm, 

두께 3 mm, 높이 67 mm의 원통형으로 포항에 있는 ‘미래 쎄라텍’에 주문 

제작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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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1. Glove box for the electrochemical measurement.

  기분해를 수행한 후에 얻어진 화합물들에 한 XRD 측정은 원자력화학

연구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Siemens사의 X-ray diffractometer와 본 연구과

제에서 새로 구입한 Rigaku사의 Bench-top X-ray Diffractometer인 

MiniFlex를 사용하 다. 

 나. 실험방법

    약 1 g의 란탄족산화물을 다공성 MgO filter에 넣고 스테인리스 스틸 

rod로 연결된 환원 극이 MgO filter에 담기도록 연결시킨 다음에 백  rod

로 만들어진 기 극과 산화 극과 함께 MgO 는 glassy carbon 반응용

기에 넣는다. Ar 분 기를 유지한 Fig. 6.1.1.1의 Glove box에서 실험을 수행

할 경우에는 막 바로 반응용기에 LiCl를 100 g 옮겨 넣고 가열하여 650 ℃

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Glove box 밖에서 폐된 반응용기에 Ar을 흘려주면서 실험을 수행할 경

우에는 극을 넣은 반응용기를 완 히 폐시킨 후 Ar 기체를 사용하여 반

응용기가 기 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한 후에 Ar 분 기를 유지하면서 150 g

의 LiCl를 반응용기에 가하고 Ar 기체를 흘려주면서 650 ℃까지 가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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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O를 가할 경우, 수분이나 산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고안된 장치를 사용하

여 650 ℃에서 가한 후에 최소 2 시간 이상을 용해시켰다.

  기화학 실험을 시작하기 에 약 1 g의 용융염을 quartz tube로 채취하

여 2 개의 시료로 나 어 비이커에 옮겨 무게를 재었다. 각각의 비이커에 

magnetic bar를 넣고 증류수로 완  용해한 후에 지시약인 phenolphthalein 

용액을 1-2 방울 가하고 magnetic bar로 용액을 교반하면서 0.1N HCl 용액

으로 정하여 Li2O의 농도를 측정하 다. 두 개의 측정값이 큰 편차를 보일 

경우,  다른 시료를 취하여 정을 하여 편차가 은 2 개의 값을 평균하

여 사용하 다.

  산화리튬의 농도를 측정한 후에 산화반응과 환원반응에 하여 범

와 주사속도를 바꾸어주면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여 란탄족산화물의 

환원-산화 반응에 한 가역성과 환원 를 얻고자 하 다. Cyclic 

voltammetry 실험이 끝난 후에 일정한 값의 환원 류를 흘려주면서 란탄족

원소 산화물들의 기분해를 시도하 다.

 다. 해환원 조건의 선정

    CaCl2 용융염에서 기화학  방법에 의한 TiO2의 환원이 발표된 이후

에 미국의 ANL, 일본의 CRIEPI,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동일한 개

념의 기화학  환원공정을 LiCl 용융염에서 우라늄산화물을 환원시키는데 

용하기 한 연구를 시작하 다. 발표된 티타늄산화물의 연구에서는 기

에 CaO를 넣어주지 않은 반면에 LiCl를 사용한 환원공정에서는 기에 산화

리튬을 넣어주고 기분해를 시작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CaCl2공정과 LiCl의 공정에는 몇 가지 큰 차이 이 있다. 첫째는 각 화합

물의 용융온도가 (CaCl2 = 782 ℃, LiCl = 614 ℃)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응속도와 부식속도에 많은 향을  것으로 단된다. 실제로 850 ℃ 이

상의 CaCl2 용융염에서 용기의 부식은 큰 문제 이었다. 

  두 번째 큰 차이 은 산화 극이다. CaCl2 해환원 공정에서 사용하는 탄

소 산화 극을 LiCl 공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탄소 산화 극은 염소이온

의 산화반응에 안정하지만 산소이온의 산화반응 때 CO2를 발생하면서 소모

된다. 산화 극 표면에서 생성된 CO2는 650 ℃의 LiCl에 용해되어 있는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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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음과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CO2 + O
2- = CO3

2-
                 (6.1.1.1)

  산화 극 표면에서 생성된 CO3
2-는 환원 극 표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Li+ 

이온이 환원되는 것보다 양의 에서 탄소로 환원되기 때문에 환원 극 

표면에 탄소를 석출시키며 속산화물을 환원시키는데 필요한 리튬 속을 

얻을 수 없거나 생성이 제한된다. 결과 으로 이 반응은 산화 극의 탄소를 

환원 극 표면으로 이동시키는데 기분해에 사용한 부분의 하량을 소

모하기 때문에 환원 극에서 속산화물을 환원시킬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탄소의 산화특성 때문에 LiCl 용융염에서 탄소를 산화 극으로 사

용하는 것을 배제하 고 백 을 산화 극으로 선정하 다. 백 산화 극은 

산소이온의 산화반응에 해서는 매우 안정하지만 산소이온의 농도가 기

분해에 걸어  류값을 얻는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염소이온이 함께 산화

되어 기체 염소를 생성하게 되며 생성된 기체 염소는 백 과 반응하여 용해

성의 백 염화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백 극이 손상된다. 백 극의 손상

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백  산화 극에서 염소이온의 산화반응을 억제해

야 하고 이를 해서는 해환원공정의 기에 산화리튬을 미리 넣어주어 

공정 기부터 산소이온만이 산화되도록 해야 한다.

  기 산화리튬의 농도는 기분해에 사용하는 류 도와 직  련이 있

다. LiCl 용융염 내 기 산화리튬의 농도를 크게 만들어 주면 큰 류를 걸

어  수 있어서 속산화물의 환원에 필요한 기분해 시간을 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산화리튬의 농도가 크면 부분의 란탄족산화물을 포함하

여 Pu과 Am과 같은 우란원소 산화물들이 환원되지 않는 단 도 있다. 

  반면에 산화리튬의 농도가 무 낮을 경우에 류 도를 증가시키면 산소

이온의 산화반응만으로 류를 충분히 공 할 수 없기 때문에 염소이온이 

함께 산화되고 생성된 염소기체는 산화 극으로 사용하는 백 극을 손상

시킨다. 백 극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하여 기분해 류 도를 작게 하

면 속산화물을 환원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산화리

튬의 농도와 기분해에 소모되는 시간에 한 경제성 측면이 비교 평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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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이다. 

  산화리튬의 기 농도로 미국의 ANL에서는 1 wt%를 사용한 반면에, 한

국원자력연구원 연구 은 Pu 산화물이 환원될 수 있는 산화리튬의 최 농도

인 3 wt%를 사용하여 기화학  환원실험을 수행하 다. 

  본 실험에서는 우라늄산화물이 환원되는 해환원 조건에서 란탄족산화물

들의 환원거동을 살펴보고자 하 으며 각각의 산화물들의 환원반응에 한 

cyclic voltammogram을 얻음으로서 이들의 환원거동을 이해하고자 하 으며  

기분해를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물을 XRD로 분석하여 이들 산화물들이 환

원되었는지 여부를 단하 다.

  (1) LiCl와 Li2O의 산화거동

      란탄족산화물들의 환원 의 측정과 환원거동을 살펴보기 에 먼  

순수한 LiCl 용융염의 산화-환원거동과 Li2O를 함유한 LiCl 용융염의 산화-

환원거동을 먼  살펴보았다. Cl-와 O2- 이온의 산화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Cl
- → 1/2 Cl2 + e

-                         (6.1.1.2)

O2- → 1/2 O2 + 2 e
-                (6.1.1.3)

  Fig. 6.1.1.2는 순수한 LiCl 용융염의 산화-환원거동과 0.28 wt% Li2O를 함

유한 LiCl 용융염의 산화-환원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기 극과 산화 극은 

모두 백  rod를 사용하 으며 100 mV/sec 주사속도를 사용하여 Li2O가 없

을 경우에는 0 V에서 +1.3 V, Li2O가 있을 경우에는 0 V에서 +0.7 V의 

역에서 cyclic voltammogram을 얻었다. 

  순수한 LiCl 용융염에서는 +0.4 V 부터 서서히 산화 류가 증가하기 시작

하여 +1.1 V가 지나서 격히 산화 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순수한 

LiCl 용융염에서는 산화 극에서 산화될 수 있는 이온이 염소이온뿐이다. 

+1.1 V까지 서서히 증가하는 산화 류 값은 일부 불순물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단되며 +1.1 V 이상에서 격히 증가하는 산화 류 값이 염소이온

이 기체염소로 산화되면서 얻어지는 류라고 생각된다. 를 다시 0 V까

지 역으로 주사시켰을 때 어떠한 환원 류 값도 얻지 못한 것은 염소이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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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반응이 완  비가역 반응임을 나타낸다. 기체염소가 백 극과 반응하

여 용해성의 백 화합물을 형성할 경우에는 이 화합물의 재환원이 일어나야 

하지만 완  비가역성으로 나타난 것은 염소기체가 생성되자마자 백 극

과 반응하지 않고 휘발되어 빠져나갔거나 는 염소기체와 백 극이 반응

하는 속도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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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2. Anodic cyclic voltammograms of LiCl without  

            and with Li2O (0.28 wt%) at 650 ℃.

  상기 LiCl 용융염에 0.4 g의 Li2O를 가한 후 2 시간을 방치하 다가 용융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한 Li2O 농도는 0.28 wt% 고 얻어진 용융염으로 수행

한 cyclic voltammogram은 선으로 나타냈고 +0.24 V에서 산소이온이 산

소로 산화하는 류곡선을 주었다. 두 개의 cyclic voltammogram으로부터 

산소이온의 산화는 +0.24 V에서 최 의 산화 류 값을, 그리고 염소이온의 

산화는 +1.1 V 이상에서 격히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1.1.3은 0.28 wt%의 Li2O를 함유한 용융염을 100 mA로 15 시간 

기분해 한 후에 얻어진 cyclic voltammogram을 기분해하기 의 것과 함

께 나타낸 것이다. +0.24 V에서 얻어졌던 산화 류 곡선이 기분해 한 후에

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아 부분의 산소이온이 산화되어 제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39 -

Potential (V)

-0.20.00.20.40.60.8

C
ur

re
nt

 (A
)

-0.08

-0.06

-0.04

-0.02

0.00

0.02

Anodic scan of Li2O before electrolysis
Anodic scan of Li2O after electrolysis

Fig. 6.1.1.3. Anodic cyclic voltammograms of Li2O before   

            and after electrolysis in LiCl molten salt at    

            650 ℃.

  (2) 기 극에 따른 LiCl의 환원거동

      Li2O의 존재여부와 상 없이 LiCl 용융염 내 환원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Li
+
 이온이 속으로 환원되는 반응 하나뿐이다.

Li
+ + e- → Li                (6.1.1.4)

  Fig. 6.1.1.4는 주사속도 50 mV/sec에서 Ag/AgCl와 Pt rod를 기 극으

로 사용하여 얻은 LiCl의 cathodic cyclic voltammogram을 보여주고 있다. 

Ag/AgCl를 기 극으로 하 을 때는 Li
+ ion의 환원이 -1.65 V 에서 시작

하고 리튬 속의 재산화 류는 -0.65 V에서 최 값을 얻었다. Pt rod를 기

극으로 사용하 을 때는 Li+ ion의 환원이 -2.16 V에서 시작되고, 재산화

류는 -1.15 V에서 최 값을 주었다. 두 개의 기 극을 사용한 측정에서 

Pt rod를 기 극으로 측정한  값이 Ag/AgCl를 기 극으로 측정한 

 값보다 500 mV 음의 에서 얻어짐을 알 수 있다. 

  Li
+
 ion의 환원이 시작되는 와 재산화 류가 최 가 되는  값이 

1 V 정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소 비정상 으로 보인다. 25 ℃에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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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의 차를 보이는 가역 인 산화-환원 반응일 경우 650 ℃에서는 약 

180 mV의 차를 보일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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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4. Cathodic cyclic voltammograms of LiCl at 

            650 ℃.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언 이 없는 모든 측정에서 Pt rod를 기 극으로 

사용하 다.

  (3) Li2O 농도에 따른 Li+ 이온의 환원거동

      Li2O가 Li+ 이온의 환원과 재산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Li2O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cathodic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 다. Fig. 

6.1.1.5는 0.3 wt%의 Li2O 농도에서 얻은 cyclic voltammogram을 보여 다. 

Li+ 이온의 환원은 Li2O가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LiCl 용융염에서 얻어진 

와 비슷한 -2.2 V에서 시작되었으나 50 mV/sec의 주사속도를 사용하 을 

때 재산화 는 -1.65 V에서 얻어졌다. 이  값은 순수한 LiCl 용융염

에서 생성된 리튬 속이 다시 산화되는 보다 500 mV 정도 일  산화되

는 것으로 Li2O가 존재할 경우 왜 재산화가 용이해지는지에 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었다. 순수한 LiCl 용융염의 환원과  다른 차이 은 -2.0 V 인

근에서 순수한 LiCl 용융염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환원 류 곡선을 보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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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Li2O가 존재할 때 새롭게 나타난 환원 류 곡선은 Li2O 화합물에 존

재하는 불순물에 의한 것이거나 부식생성물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P oten tia l (V )

-2.8-2 .6-2 .4-2 .2-2.0-1 .8-1 .6-1 .4-1.2-1 .0

C
ur

re
nt

 (A
)

-2

0

2

4

50m V /sec
100m V/sec

Fig. 6.1.1.5. Cyclic voltammograms of 0.3 wt% Li2O in LiCl  

            molten salt at 650 ℃.

  Ar분 기에서 Li2O를 더 가해주고 완  용해되도록 2 시간 이상을 기다린 

다음에 quartz tube로 시료를 채취하여 0.1N HCl로 정하여 Li2O 농도를 

측정한 후에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기를 반복하여 0.81 wt%부터 2.91 

wt%까지의 Li2O 용융염에 하여 얻은 voltammogram들을 Fig. 6.1.1.6부터 

Fig. 6.1.1.10까지 나타냈다. 측정한 모든 농도에서 0.3 wt%인 용융염에서 나

타난 -2.0 V 인근의 환원 류 곡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Li2O 농도가 증가할수록 -2.0 V에서 나타난 환원 류 곡선은 두 개의 성

분으로 분리되었는데 불순물의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부식생성물의  때

문인지는 밝 지지 않았다. 다만 리튬이온 이외에 한 개 는 두 개의 성분

이 환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꼭 언 해야 할 것은 Li2O 농도와 무 하게 -2.2 V 이하의 

에서 항상 리튬이온의 환원이 이루어졌고 역 방향으로 를 주사시켰을 

때 -1.5 V에서 -1.8 V 사이에서 리튬 속이 재산화되는 최  류값을 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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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6. Cyclic voltammograms of 0.81 wt% Li2O in    

             LiCl molten salt at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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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7. Cyclic voltammograms of 1.53 wt% Li2O in    

             LiCl molten salt at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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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8. Cyclic voltammograms of 2.07 wt% Li2O in    

             LiCl molten salt at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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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9. Cyclic voltammograms of 2.37 wt% Li2O in    

             LiCl molten salt at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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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10. Cyclic voltammograms of 2.91 wt% Li2O in   

             LiCl molten salt at 650 ℃.

  생성된 리튬 속이 재산화 될 때 최  류값이 얻어지는 가 300 mV 

정도의 범 인 -1.5 V와 -1.8 V 사이에서 양의 방향 는 음의 방향으로 불

규칙하게 이동하는 것은 기 극의 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환원 극

에서 생성된 리튬 속이 환원 극 물질 는 불순물과 반응하기 때문일 것

이다. 그러나 환원 류 곡선이 모든 측정에서 거의 일정한 -2.0 V 근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단할 때 기 극의 는 비교  안정한 것으로 보이

며 오히려 환원 극 주변 여건에 의해서 리튬 속이 재산화 되는 가 변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재산화되는 반응이 완 한 가역반응이 아닌 것으로 단할 때 주사속도가 

증가하면 류의 charging에 의한 성분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재산화 류 크기도 증가하게 되고 최  류값을 갖는 도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여야 하는데 본 측정에서는 주사속도가 증가하더라도 산화

류의 증가나 의 이동이 거의 없었다. 

  모든 cyclic voltammetry 측정에서 주사속도에 따른 류값 변화가 일정하

지 않은 것은 환원 극 표면에 리튬 속이 생성되면서 극 표면 이 달라

지기 때문으로 생각하며 극 표면 의 변화가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사속도와 상 없이 류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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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희토류산화물의 환원거동 측정

    희토류산화물의 해환원 거동을 살펴보기 하여 각각의 산화물 약 1 

g을 porous MgO cup에 넣고 Li2O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cyclic voltammetry

를 수행하 다. 환원 극 물질로는 stainless steel rod를 사용하 고 산화

극과 기 극으로는 백  rod를 사용하 다.

  (1) Sc2O3의 해환원 거동

      Fig. 6.1.1.11은 0.23 wt% Li2O 농도에서 얻은 Sc2O3의 cathodic cyclic 

voltammogram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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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11. Cyclic voltammograms of Sc2O3 having 0.23   

             wt% Li2O in LiCl at different scan rates.

  30, 50, 그리고 100 mV/sec의 다른 주사속도로 얻은 cyclic voltammogram

들로부터 일부의 Sc2O3가 환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환원방향으로 를 이

동시킬 때 모든 주사속도에서 -2.3 V 근방에서 Li 속이 생성되는 환원

류가 얻어졌다. 를 역방향인 양의 방향으로 주사시켰을 때 100 mV/sec

에서 얻어진 voltammogram은 란탄족산화물이  없이 Li2O만 존재할 때 

얻은 cyclic voltammogram과 매우 유사한 모양인 단일 재산화 류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100 mV/sec를 사용하 을 때 리튬 속이 생성되는 인 

-2.3 V 이하의 에 머무는 시간은 약 14  정도이며, 50 mV/sec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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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sec 주사속도를 사용하 을 때는 각각 약 28 와 47 이다. 14  이

내의 시간에서는 생성된 리튬 속과 Sc2O3가  반응하지 않고 28  정

도 머물 을 때인 50 mV/sec에서 Sc2O3가 일부 환원된 것처럼 보이며 47 

동안 -2.3 V 이하에서 머문 30 mV/sec에서는 리튬 속의 재산화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보이는 -1.5 V 근처에서의 산화 류곡선과 -1.0 V에서 얻어지

는 산화 류곡선을 볼 수 있다. 이것은 Li2O의 농도가 0.23 wt% 일 때 

Sc2O3가 환원될 수 있음을 보여 다.

  Fig. 6.1.1.12는 Li2O의 농도가 0.35 wt% 일 때 Sc2O3의 cathodic cyclic 

voltammogram을 보여 다. 0.23 wt% 농도에서의 voltammogram과 달리 50 

mV/sec의 주사속도에서도 재산화 류곡선이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Li2O의 농도가 0.35 wt% 일 경우에는 Sc2O3의 환원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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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12. Cyclic voltammograms of Sc2O3 having 0.35   

             wt% Li2O in LiCl at different scan rates.

  (2) CeO2의 해환원 거동

      Fig. 6.1.1.13은 Li2O의 농도가 1.37 wt% 일 때 CeO2의 cathodic cyclic 

voltammogram을 보여 다. 50 mV/sec의 주사속도에서는 -2.0 V와 -1.7 V

에서 뚜렷한 재산화 류곡선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100 mV/sec의 주사

속도에서는 -1.7 V의 산화 류 곡선이 명확하지 않다. 한 -2.0 V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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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는 환원 류 곡선은 Li2O만 존재할 때에 나타났던 환원 류와 유

사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즉, 불순물에 의한 것이거나 상 으로 

큰 Li2O 농도 때문에 부식속도가 증가하고 결과 으로 부식생성물이 환원되

면서 얻어진 류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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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13. Cyclic voltammograms of CeO2 having 1.37    

             wt% Li2O in LiCl at different scan rates.

  Fig. 6.1.1.14는 Li2O의 농도가 1.97 wt% 일 때 얻은 CeO2의 cathodic 

cyclic voltammogram을 보여 다. 1.37 wt%의 Li2O가 있을 때 나타났던 분

리된 재산화 류곡선이 없어지고 리튬 속의 재산화에 기인하는 단일 류

곡선만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37 wt% Li2O 농도에서는 CeO2의 

환원이 일부 일어났으나 1.97 wt%의 농도에서는 50 mV/sec의 주사속도에서

도 CeO2의 환원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3) Eu2O3의 해환원 거동

      Eu은 +3가 뿐만 아니라 +2도 상 으로 안정한 란탄족원소이며 용융

상태에서 빠르게 평형을 이룬다. Fig. 6.1.1.15와 Fig. 6.1.1.16은 Li2O의 농도

가 각각 0.49 wt%와 1.49 wt% 일 때 Eu2O3의 cathodic cyclic 

voltammogram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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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14. Cyclic voltammograms of CeO2 having 1.97    

             wt% Li2O in LiCl at different sca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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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15. Cyclic voltammograms of Eu2O3 having 0.49   

             wt% Li2O in LiCl at different sca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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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16. Cyclic voltammograms of Eu2O3 having 1.49   

             wt% Li2O in LiCl at different scan rates. 

  두 개의 다른 농도에서 거의 동일한 voltammogram을 보여주며 재산화 

류가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0.49 wt% Li2O의 낮은 농도에서도 Li 속

에 의한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4) Gd2O3의 해환원 거동

      Fig. 6.1.1.17과 Fig. 6.1.1.18은 Gd2O3의 cathodic cyclic voltammogram

들이다. 0.29 wt% Li2O 농도에서도 재산화 류곡선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

은 것으로 단하건  생성된 Li 속에 의한 Gd2O3의 환원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0.29 wt% Li2O 농도에서 얻어진 voltammogram은 란탄족산화물이  

없는 LiCl 용융염에서 얻어진 것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불순물에 의한 환원

류도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 -2.3 V에서 Li+ 이온이 속으로 환원되는 환

원 류만 볼 수 있다. 0.80 wt% Li2O 농도에서는 -2.1 V 근처에서 환원 류 

곡선을 주었는데 이것은 Li2O 농도가 증가하면서 포함된 불순물이 증가하

거나 용융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식생성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상으로 보인다. 다만 0.29 wt% Li2O 농도에서 얻어진 재산화 류곡선은 

-1.7 V에서 최 값을 주었으나 0.80 wt% Li2O 농도에서는 -2.0 V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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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값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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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17. Cyclic voltammograms of Gd2O3 having 0.29   

             wt% Li2O in LiCl at different sca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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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18. Cyclic voltammograms of Gd2O3 having 0.80   

             wt% Li2O in LiCl at different sca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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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Lu2O3의 해환원 거동

      Lu2O3의 cathodic cyclic voltammogram을 Fig. 6.1.1.19에 나타내었다. 

Li2O농도가 0.18 wt%로 매우 낮지만 리튬 속의 생성과 재산화에 기인하는 

류곡선만을 보인다. 따라서 측정한 Li2O농도 조건에서는 Lu2O3의 환원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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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19. Cyclic voltammograms of Lu2O3 having 0.18   

             wt% Li2O in LiCl at different scan rates.

  (6) Pr2O3의 해환원 거동

      0.40 wt%의 Li2O를 함유하는 LiCl 용융염에서 Pr2O3의 환원반응에 

한 cyclic voltammogram을 얻어 Fig. 6.1.1.20에 나타냈다. 다른 란탄족산화

물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50 mV/sec와 100 mV/sec의 주사속도를 사용하

다. 환원이 일어나는 음  방향으로 를 이동시킬 때는 -2.3 V 근처부

터 리튬이온의 환원 류만이 얻어졌다. -3.0 V에서 양의  방향으로 이동

시킬 때 50 mV/sec의 주사속도에서는 -2.0 V와 -1.7 V 근처에서 재산화

류 곡선을  반면에 100 mV/sec의 주사속도에서는 -1.8 V에서 단일 산화

류 곡선을 보여주었다. 

  50 mV/sec의 주사속도에서는 생성된 Li 속과 Pr2O3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서 Pr 속이 생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를 역으로 이동시켰을 

때 화학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남은 리튬 속의 재산화에 의한 산화 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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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얻어지고 뒤를 이어서 환원된 Pr 속의 산화에 의한 산화 류가 얻어

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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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20. Cyclic voltammograms of Pr2O3 having 0.40   

             wt% Li2O in LiCl at different scan rates. 

  주사속도가 100 mV/sec로 빨라지면 단일 재산화 류곡선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서 리튬 속과 란탄족산화물의 화학반응속도는 아주 빠른 반응

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리튬 속에 의한 란탄족산화물의 환원반응

은 Li2O의 농도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시간도 매우 

요한 요소라고 단된다. 

  Fig. 6.1.1.21은 Li2O 농도가 0.62 wt% 일 때 기화학 으로 생산한 Li

속과 Pr2O3의 화학반응에 한 cyclic voltammogram을 보여주고 있다. Li2O 

농도가 약간 증가하 으나 50 mV/sec의 주사속도에서도 재산화 류곡선이 

분리되지 않고 단일 곡선으로 얻어졌다. 이것은 재산화 되는 성분이 리튬

속만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Pr2O3이 리튬 속으로 환원되지 않았음을 보여

다. 한 재산화 류가 최 가 되는 가 500 mV 정도 양의 방향으로 이

동하 는데 이런 값은 기 극이 변하지 않았다면 순수한 LiCl 용융염

에서 얻어지는 이다. 그러나 리튬 속이 얻어지는 환원 류의 증가가 

-2.2 V 인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기 극이 변한 것은 아닌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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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신에 리튬 속이 어떤 결합이나 흡착 등으로 인해서 다시 산화

되는 것이 방해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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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21. Cyclic voltammograms of Pr2O3 having 0.62   

             wt% Li2O in LiCl at different scan rates. 

  Li2O를 조  더 가하여 1.08 wt%가 되게 한 후에 얻은 cyclic 

voltammogram을 Fig. 6.1.1.22에 나타냈다. 0.62 wt% Li2O를 함유한 용융염

과 마찬가지로 리튬 속에 의한 Pr2O3의 환원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리튬 속이 생성되면서 얻어지는 환원 류 증가도 -2.2 V 근방에서 시작

되었으나 재산화 류곡선이 얻어지는 가 500 mV 음의 방향으로 다시 

이동하 다. 란탄족산화물이 속으로 환원되는 것과 무 하게 재산화 류 

곡선이 얻어지는 가 큰 값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해서는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7) Yb2O3의 해환원 거동

      기화학  방법으로 생성한 리튬 속과 Yb2O3의 반응을 살펴보기 

하여 Li2O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 다. 리튬이온

이 속으로 환원되는 류는 모든 Li2O 농도에서 -2.5 V에서 격히 증가

하지만 재산화되는 최 류 값은 Li2O 농도가 증가할수록 양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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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동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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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22. Cyclic voltammograms of Pr2O3 having 1.08   

             wt% Li2O in LiCl at different scan rates. 

  Fig. 6.1.1.23은 0.95 wt% Li2O 농도에서 측정한 cyclic voltammogram이

다. 재산화 류 최 값이 50 mV/sec의 주사속도에서는 -2.20 V에서 얻어졌

고 100 mV/sec의 주사속도에서는 -2.10 V에서 얻어졌다. 이러한  값은 

앞에 열거한 다른 란탄족산화물에서 얻어졌던 보다 훨씬 음의 에서 

나타난 것이며, 생성된 리튬 속이 상 으로 용이하게 재산화됨을 나타낸

다.

  Fig. 6.1.1.24와 Fig. 6.1.1.25는 각각 1.49 wt%와 2.90 wt%의 Li2O 농도에

서 측정한 cyclic voltammogram으로 재산화 류 최 값이 50 mV/sec 주사

속도에서는 -2.05 V에서 -1.95 V로, 100 mV/sec에서는 -1.91 V에서 -1.80 

V로 이동하 다. Li 이온이 환원되기 시작하는 는 세 개의 Li2O 농도에

서 모두 비슷하 으나 Li2O 농도가 증가할수록 기화학 으로 생성된 리튬

속이 재산화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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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23. Cyclic voltammograms of Yb2O3 having 0.95   

             wt% Li2O in LiCl at different sca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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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24. Cyclic voltammograms of Yb2O3 having 1.49   

             wt% Li2O in LiCl at different sca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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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25. Cyclic voltammograms of Yb2O3 having 2.90   

             wt% Li2O in LiCl at different scan rates. 

  (8) Nd2O3의 해환원 거동

      Nd2O3와 Li 속의 반응을 살펴보기 하여 Li2O의 농도가 0.90 wt%

인 조건에서 수행한 cyclic voltammogram을 Fig. 6.1.1.26에 나타냈다. 50 

mV/sec의 주사속도에서 얻어진 voltammogram에서 환원 류는 -2.3 V에서 

증가하기 시작하 고 재산화 류는 -1.85 V와 -1.60 V에서 최 값을 보

다. 100 mV/sec의 주사속도에서 얻은 voltammogram은 -1.61 V에서 최 의 

재산화 류를 주었다. 

  50 mV/sec의 주사속도에서 두 개의 재산화 류 곡선을 보이고 있는 것은 

Nd2O3의 일부가 환원되었다가 재산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100 mV/sec의 

주사속도에서도 비록 단일 산화 류곡선을 주었지만 -2.0 V 근처에서 약간

의 산화 류 변화를  것으로 단하건  Nd2O3는 0.9 wt%의 Li2O를 함유

한 LiCl 용융염에서도 Li 속과 신속하게 반응하여 Nd 속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g. 6.1.1.27은 앞의 측정을 완료한 후에 Li2O를 가하여 농도를 1.02 wt%

로 약간 증가시킨 다음 기화학  방법으로 생성된 Li 속과 Nd2O3의 반응

을 살펴보고자 수행한 cyclic voltammogram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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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26. Cyclic voltammograms of Nd2O3 having 0.90   

             wt% Li2O in LiCl at different sca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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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27. Cyclic voltammograms of Nd2O3 having 1.02   

             wt% Li2O in LiCl at different scan rates.

  50 mV/sec와 100 mV/sec 주사속도 모두에서 재산화 류곡선이 한 개만 

얻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Li2O 농도를 약간만 높이더라도 Li 속에 의한 

Nd2O3의 환원반응이 크게 향을 받아서 Nd 속이 생성되지 않았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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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 따라서 Li 속에 의한 Nd2O3의 환원반응은 Li2O 농도가 0.90 ~ 1.02 

wt%의 농도 이하에서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Nd3+ 이온의 산화/환원 를 확인하기 하여 Li2O가 없이 NdCl3만을 사

용하여 cyclic voltammogram을 얻어 Fig. 6.1.1.28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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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28. Cathodic cyclic voltammogram of NdCl3 in LiCl  
             molten salt at 650 oC (scan rate: 20 mV/sec).

  -1.9 V 근처에서 Nd
3+의 환원으로 생각되는 환원 류를 얻었고 Li 속이 

생성되는 -2.7 V 이하까지 환원시켰다. 를 역방향으로 이동하 을 때 앞

에서 수행한 산화물들의 환원에서 나타난 것처럼 Li 속과 Nd 속의 산화

가 함께 일어날 것으로 상되었으나 -1.7 V 근방에서 단일 산화 류곡선만

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 한 란탄족산화물들이 환원되었다고 설

명한 재산화 류곡선 결과들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란탄족 

속이온의 환원과 산화 그리고 이들 산화물의 환원과 산화에 한 보다 폭 

넓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9) 란탄족산화물의 환원에 미치는 Li2O의 농도 향 

      Table 6.1.1.1은 리튬 속에 의한 란탄족산화물의 환원반응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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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O의 농도 향을 열역학 으로 계산한 값과 cyclic voltammetry로 얻어진 

결과를 함께 정리한 것이다. 

 Table 6.1.1.1.  Maximum Li2O concentraton limit(wt%) for the reduction 

               of RE2O3 in LiCl at 650 ℃

Reaction

Calculated at 650 ℃ Measured wt% 

Li2O Limit at 

650℃ by cyclic 

voltammetry
ΔGf

o
Max. Li2O
Activity 
Limit

Max. wt% 

Li2O Limit

Sc2O3 + 6Li→2Sc + 3Li2O 204.173 0.0001 0.01 0.23 ~ 0.35

Y2O3 + 6Li→2Y + 3Li2O 204.639 0.0001 0.01 -

La2O3 + 6Li→2La + 3Li2O 97.292 0.0150 1.03 -

Ce2O3 + 6Li→2Ce + 3Li2O 102.123 0.0120 0.84 < 1.37

Pr2O3 + 6Li→2Pr + 3Li2O 110.751 0.0081 0.58 0.40 ~ 0.62

Nd2O3 + 6Li→2Nd + 3Li2O 114.470 0.0069 0.49 0.90 ~ 1.02

Sm2O3+ 6Li→2Sm + 3Li2O 121.958 0.0050 0.35 -

Eu2O3 + 6Li→2Eu + 3Li2O -54.219
Not 

Limited

Not 

Limited
< 0.49

Gd2O3 + 6Li→2Gd + 3Li2O 129.321 0.0036 0.26 < 0.29

Yb2O3 + 6Li→2Yb + 3Li2O 119.713 0.0055 0.39 < 0.95

Lu2O3 + 6Li→2Lu + 3Li2O 175.575 0.0005 0.03 < 0.18

  Table 6.1.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리튬 속에 의한 란탄족산화물의 환

원반응은 Li2O 농도에 크게 의존함을 알 수 있다. Sc, Y,  Lu 원소의 산화

물들은 0.01 는 0.03 wt% 이하의 Li2O 농도에서만 환원될 수 있는 반면에 

La과 Ce은 상 으로 높은 농도에서도 환원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Cyclic voltammetry법으로 측정한 결과는 열역학 으로 계산한 것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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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도에서 란탄족 속이 얻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산화 류가 

얻어지는  값이 이동하는 명확한 이유와 환원 극 표면에서 생성되는 

리튬 속이 환원 극의 표면 과 극특성에 미치는 향을 정확하게 평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cyclic voltammogram만으로 란탄족산화물들의 환원여

부를 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 cyclic voltammetry에서 얻어지는 란탄

족산화물의 환원반응은 Li2O 농도뿐만 아니라 환원반응시간, 즉 를 이동

하는 주사속도에 의해서도 향을 받기 때문에 란탄족산화물을 직  기분

해하여 란탄족 속의 존재여부를 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LiCl 용융

염 내에서 란탄족산화물과 란탄족 속이 공존할 경우에 란탄족 속의 양을 

정확히 정량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국내에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란탄족산

화물들을 장시간 기분해를 한 후에 란탄족 속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X-ray diffraction (XRD) 방법으로 란탄족 속의 존재 여부를 단하고

자 하 으나 얻지 못하 다. 란탄족산화물을 속으로 환원하는데 있어서 가

장 큰 어려움은 산화 극의 손상이다. 우라늄과 달리 LiCl 용융염에서 란탄

족원소들이 속으로 존재하기 해서는 Li2O 농도가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

서 란탄족산화물을 속으로 환원하기 해서는 기에 가하는 Li2O 농도가 

낮아야 한다. Li2O 농도가 낮으면 기분해에 사용하는 류 도를 낮추어야 

하므로 기분해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류 도를 증가시키면 백  산화

극에서 산소의 발생뿐만 아니라 염소가 발생하게 되고 염소의 발생은 백  

극을 손상시킨다.

  본 실험에서는 백  산화 극의 손상을 이기 해서 류 도를 낮추어 

기분해를 수행하 기 때문에 기분해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XRD로 어

떤 화합물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기 해서는 혼합물 내에 최소 5% 이상은 함

유되어야 하므로 기분해를 장시간 계속하게 된다. 기분해가 계속되면 결

국 Li2O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 산화 극이 손상되기 시작한다.

  향후 단계에서는 미국의 Idaho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한 란탄족 

속 정량법을 본 연구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비하고 있다.  

 마. 란탄족산화물의 용해도 측정

    란탄족산화물들은 LiCl-Li2O 용융염계에서 Li2O와 반응하여 복합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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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LiREO2를 생성한다. 복합산화물의 생성반응은 각각의 희토류 원소에 

해 서로 다른 Li2O 임계농도 역이 존재함을 보여주었으며 임계농도 이하

에서는 복합산화물이 다시 Li2O와 RE2O3로 분해되었다. 

  Table 6.1.1.2는 각각의 혼합산화물들에 한 Li2O 임계농도와 임계농도보

다 높은 Li2O 농도를 갖는 650 ℃의 LiCl 용융염에서 측정한 혼합산화물의 

용해도 값을 몇 개의 란탄족산화물의 용해도 값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이들 

복합산화물들의 용해도 값이 상응하는 란탄족산화물의 용해도 값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혼합산화물을 안정화시키기 하여 가해  Li2O농도 때문일 것

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Li2O 농도가 증가하면 Li 속과 UO2  U3O8의 용

해도가 함께 증가한다는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으며 Li2O의 강한 염기성

에 기인하는 높은 부식성 때문에 화합물들의 용해도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

로 단된다. 

  Eu은 650 ℃의 LiCl 용융염에 넣으면 Eu2+/Eu3+가 빠르게 평형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이 다른 란탄족원소들보다 높은 용해도를 갖는 것은 

Eu2+가 상 으로 큰 용해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해환원 조건에서 란탄족산화물들의 용해도를 측정하기 하여 란탄족산

화물 30 mg씩을 porous MgO cup에 넣고 극을 설치한 다음 glassy 

carbon crucible에 LiCl 150 g을 가하고 650 ℃에서 용해시켰다. quartz tube

로 용융염시료를 채취하여 무게를 잰 후 0.1N HCl 용액으로 용해하여 10 

mL 용액으로 만들어 Li2O가 없을 때 란탄족산화물들의 용해도를 측정하기 

한 시료를 비하 다. LiCl 용융염에 약 4.5 g의 Li2O를 가한 후에 Li2O

가 완 히 용해되는데 요구되는 2 시간을 기다린 후에 다시 quartz tube로 

시료를 채취하여 일부는 Li2O 농도를 측정하기 하여 정에 사용하고 나

머지는 무게를 재어 0.1N HCl 용액으로 용해시켜 10 mL 용액을 만들었다. 

나머지 용융염을100 mA 환원 류로 기분해 하다가 다시 용융염 시료를 

채취하여 Li2O의 농도측정과 0.1N HCl로 용해시킨 용액을 두 개 더 비하

여 ICP-MS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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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1.2. Solubility data of LiREO2 and RE2O3

Compound
Solubility 

(ppm)

Conc. of Li2O 

(wt%)

Critical conc. of 

Li2O (wt%)

Y2O3 0.84

LiYO2 10 3.0 1.9

Gd2O3 8.4

LiGdO2 81 3.5 2.9

Nd2O3 12

LiNdO2 457 5.8 5.0

Yb2O3 < 8.0

LiYbO2 < 9.8 3.0 2.6

LiPrO2 19 6.0 5.3

LiSmO2 198 4.4 3.0

LiEuO2 1,446 6.7 3.9

LiScO2 67 1.2 0.1

LiLuO2 5.4 2.1 0.3

  Table 6.1.1.3은 해환원을 시작하기 인 Li2O가 없을 때, Li2O를 넣은 

후, 그리고 해환원을 하면서 시료를 채취하여 얻어진 란탄족산화물들의 용

해도를 Li2O 농도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해환원을 하기 하여 사용한 

porous MgO cup에 란탄족산화물을 넣어서 채취한 시료를 사용하여 얻어진 

용해도 값이 Table 6.1.1.1에 나타난 Y, Gd, Nd,  Yb 산화물들 용해도의 

약 1/10 정도의 값을 보이고 있는 것은 란탄족산화물들이 LiCl에 용해된 후

에도 porous MgO cup 밖으로 확산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 다. 얻어

진 용해도 값은 실제의 용해도 값이라기보다 용해된 후 porous MgO cup을 

통과하여 밖으로 빠져나온 양이다. 이 게 부분의 란탄족산화물이 MgO 

cup 안에 남아있는다면 사용후핵연료가 해환원 되는 동안 란탄족산화물의 

유출은 매우 제한 일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부분의 란탄족산화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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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환원에 의해서 생성된 Li 속에 의해서 란탄족 속으로 일부 환원되거

나 아니면 산화물형태 그 로 MgO cup에 남아있을 것이다.

       Table 6.1.1.3. Solubility of lanthanide oxides in LiCl molten

                    salt at 650 ℃

Li2O conc.
0 wt% 2.82 wt% 2.66 wt% 2.12 wt%

ppm

Sc (ICP-MS) <0.33 <0.35 0.46 0.40

Y (ICP-MS) 0.07 0.04 0.04 0.12

La (ICP-MS) 0.10 0.16 0.12 0.09

Ce (ICP-MS) 0.15 0.23 0.30 0.12

Pr (ICP-MS) 0.10 1.94 1.94 1.65

Nd (ICP-MS) 0.07 0.81 0.60 0.62

Sm (ICP-MS) <0.03 0.11 0.08 0.10

Eu (ICP-MS) 17.8 13.9 3.7 5.4

Eu (ICP-AES) 17.4 14.0 3.4 2.3

Gd (ICP-MS) 0.03 0.05 0.07 0.12

Yb (ICP-MS) 0.02 <0.02 <0.02 0.10

Lu (ICP-MS) <0.02 <0.02 <0.02 <0.02

 바. 결론

    해환원 조건에서 Li2O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란탄족산화물들의 환원

거동을 살펴보았다. 열역학 인 계산값보다 다소 높은 Li2O 농도에서 란탄족

산화물의 환원에 의한 재산화 류로 보이는 곡선들이 얻어졌다.

  란탄족산화물을 속으로 환원하는데 Li2O 농도가 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한 의 주사속도가 미치는 향도 살펴보았다. 주사속

도가 빠를 경우에 나타나지 않던 재산화 류곡선이 주사속도가 늦어지면 

나타나는 것은 생성된 해환원으로 생성된 Li 속과 란탄족산화물이 반응하

는 시간과 계가 있다. 주사속도가 늦어서 반응시간이 상 으로 증가했을 

때 얻어지던 란탄족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되는 재산화 류가 주사속

도가 빨라져서 반응시간이 짧으면 재산화 류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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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리튬 속과 란탄족산화물의 반응속도가 아주 빠르지도 않으며 그 다고 

아주 늦은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동일한 용액으로 여러 번 cyclic voltammetry를 반복하 을 때 재산화 

류곡선이 얻어지는 가 좌,우로 크게 이동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었다. 

측정을 하는 동안 기 극의 가 변했기 때문으로 단하기 쉬우나 환

원 류가 얻어지는 는 거의 일정한 값을 갖는 것으로 추측하건  체 

실험을 하는 동안에 기 극의 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리튬 속의 재산화 과정은 환원 극 표면에 어떤 물질이 존재하느냐에 따

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한 환원을 시키는 최종 에 따라서 

재산화 류곡선이 크게 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보다 큰 음의 까

지 환원시키면, 생성되는 리튬 속의 양도 많아지게 되는데 재산화 류곡선

이 매우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란탄족산화물의 용해도를 단순히 650 ℃ LiCl 용융염에서 측정한 결과와 

해환원 조건인 porous MgO cup에 란탄족산화물을 넣고 기분해 하면서 

측정한 결과가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즉, 해환원 조건에서는 LiCl에 

용해된 란탄족산화물의 부분이 porous MgO cup 내에 존재할 것으로 측

된다. 

  란탄족산화물의 용해도는 Li2O의 농도가 증가하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측되었지만 해환원 조건에서 측정한 용해도 값은 Li2O의 농도가 큰 경우

에도 작은 용해도 값을 보이는 원소가 나타났다. 이것은 란탄족산화물의 용

해는 porous MgO cup에서 일어나고 용융염 시료의 채취는 MgO cup 밖에

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용융염 내에 용해가 되었더라도 기공을 통하여 MgO 

cup 밖으로 확산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Cyclic voltammetry 결과는 란탄족산화물의 일부가 리튬 속으로 환원될 

수 있음을 말해주지만 기분해를 수행한 해환원 결과물에서 란탄족 속

을 회수하지 못했다. 한 리튬 속을 회수할 수 없었다. 앞으로 수행할 실

험에서는 리튬 속을 사용하여 란탄족산화물들을 환원시키면서 이들이 환원

되는 정확한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각각의 란탄족 속을 얻

을 수 있는 Li2O 임계농도  환원 반응속도 등에 한 정보가 요구된다. 그

러기 해서는 용융염 내에 란탄족산화물과 공존하는 란탄족 속을 정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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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측정법을 확립하는 것이 실히 요구된다.

2. LiCl-Li2O 용융염계에서 리튬 속 화합물 (LiI, LiBr  Li2Se)의 해거동  

  평가

 가. 시약  실험장치

    실험에 사용한 LiCl, LiBr,  LiI는 Alfa Aesar, A Johnson Matthey 

Company에서 99% 이상의 순도를 갖는 화합물을 구입하 으며, Li2O와 

Li2Se는 Cerac Company에서 99.5% 이상의 순도를 갖는 화합물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비활성분 기에서 기화학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glove box를 제작하여 

산소와 수분농도가 3 ppm 이하가 되도록 한 후에 One-A-Tech사의 

WPG100 potentiostat/galvanostat를 glove box에 연결하여 환원 극 반응과 

산화 극 반응에 한 cyclic voltammetry와 일정 류를 흘려주면서 기분

해를 하는 chronopotentiometry를 수행하 다. 

   반응용기로는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 니  용기  glassy carbon 용기를 

사용하 고 이들 용기는 기 연을 하여 보다 큰 알루미나 용기에 넣어

서 사용하 다. 

  산화 극과 기 극은 직경 3 mm, 길이 100 mm의 백  rod를 구입하여 

총 길이가 약 40 cm가 되도록 스테인리스 스틸 rod와 쉽게 연결할 수 있도

록 만들어 사용하 고 백 이 소모가 되었을 경우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도

록 하 다. 환원 극으로 사용한 스테인리스 스틸 은 다공성의 MgO filter 

내에 놓이도록 하여 환원 극에서 생성된 Li 속이 외부 용융염으로 빠져나

가지 못하도록 하 다. 다공성 MgO filter는 pore size가 3 μm, 내경 11 mm, 

두께 3 mm, 높이 67 mm의 원통형으로 포항에 있는 ‘미래 쎄라텍’에 주문 

제작하여 사용하 다. 

  기분해를 수행한 후에 얻어진 화합물들에 한 XRD 측정은 원자력화학

연구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Siemens사의 X-ray diffractometer와 본 연구과

제에서 새로 구입한 Rigaku사의 Bench-top X-ray Diffractometer인 

MiniFlex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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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우라늄산화물을 환원시키는 동일

한 조건에서 LiBr, LiI,  Li2Se의 기화학  실험을 수행하여 이들 화합물

들이 반응에 어떤 향을  것인지에 한 기 자료를 얻고자 하 다. 

  먼  balance가 설치된 Ar 분 기 glove box에서 97 g의 LiCl와 3 g의 

LiBr, LiI, 는 Li2Se를 필요에 따라 각각 무게를 측정하여 기화학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Ar 분 기의 glove box로 옮겼다. 모든 glove box는 산소와 

수분이 약 3 ppm 이하의 농도를 유지하도록 하 다. 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와 니  용기 등을 사용하여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 으나 

재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이는 속의 부식생성물 때문인 것으로 

단되어 용기의 부식생성물이 측정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시키기 하여 

glassy carbon 용기를 반응용기로 사용하여 기화학 측정을 수행하 다. 

  LiCl-LiBr(3 wt%), LiCl-LiI(3 wt%), 는 LiCl-Li2Se(3 wt%) 화합물을 

glassy carbon 반응용기에 옮기고 연을 하여 알루미나 용기에 넣었다. 

백  rod로 된 기 극과 산화 극 그리고 다공성 MgO filter로 싸여진 스

테인리스 스틸 환원 극을 연시키기 하여 알루미나 튜 로 극의 간

을 감싸도록 한 후에 반응용기 에 치하도록 고정하 으며 조립한 측정

장치는 Fig. 6.1.2.1과 같다. 

  온도가 650 ℃에 도달하여 LiCl 염이 완 히 용융되면 극을 용융염에 약 

1cm 잠기도록 하고 환원 극과 산화 극에 해서 각각 cyclic voltammetry

를 수행하 다. 환원 극의 cyclic voltammetry에서는 Li 속이 어느 

에서부터 생성되는지 그리고 생성된 Li 속은 안정하여 를 역으로 주사

시킬 때 재산화 류를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 다. 한 산화 극의 cyclic 

voltammetry에서는 각각의 화합물들이 LiCl에서 분해되어 내놓는 음이온들

이 어느 에서 산화되는지를 확인하 고 역으로 를 주사하 을 때 

음이온으로 다시 산화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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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2.1. Electrochemical measurement system.

  Cyclic voltammetry가 끝난 후에 환원 극 가 기 극으로 사용한 

백 극에 해서 -2.0 V 이하가 얻어질 때까지 100 mA, 200 mA, 는 

400 mA까지 환원 류를 조정하여 1 시간 동안 기분해를 수행하 고 반응

을 단시킨 후에 극을 용융염 로 들어 올리고 heater를 껐다. 온도가 

실온으로 내려간 후에 glove box에서 반응기를 들어 올려 각각의 극과 용

융염을 찰하 다.

 다. LiCl 용융염계에서 리튬 속 화합물 (I, Br,  Se)의 해거동 평가

  (1) LiBr의 산화-환원 거동 측정

      3 wt%의 LiBr를 함유한 LiCl 용융염에 담겨진 환원 극과 산화 극에 

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는 각각 Fig. 6.1.2.2와 Fig. 

6.1.2.3에 나타냈다. 

  Fig. 6.1.2.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환원 극의 cyclic voltammogram은 

백  기 극에 해서 -2.2 V에서 환원 류 곡선을 주었다가 -2.5 V 이하

의 에서 격히 증가하는 환원 류를 볼 수 있다. 이 때 얻어지는 환원

류는 Li+ 이온이 Li 속으로 환원되면서 얻어진 류이다. -3.0 V에서 역

으로 주사방향을 바꾸었을 때 약 -1.4 V에서 최 의 재산화 류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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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원 류의 최 값과 재산화 류의 최 값이 비슷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단할 때, 생성된 Li 속이 cyclic voltammetry를 수

행하는 시간 역에서는 비교  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P o te n tia l v s  P t p s e u d o -re fe re n c e  e le c tro d e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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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2.2. Cathodic cyclic voltammogram of 3wt% LiBr in     

             LiCl molten salt at 650 ℃ (scan rate=50 mV/sec).

Potential vs Pt pseudo-reference electrode (V)

0.00.20.40.60.81.01.21.41.6

C
ur

re
nt

 (A
)

-0.8

-0.6

-0.4

-0.2

0.0

0.2

0.4

Fig. 6.1.2.3. Anodic cyclic voltammogram of 3 wt% LiBr in  

            LiCl molten salt at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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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1.2.3에 나타난 산화 극에서의 cyclic voltammetry에서 얻어진 결과

는 0.580 V에서 산화 류 곡선을 보 다가 1.2 V 이상에서 다시 산화 류가 

격히 증가함을 보여 다. 0.5 V에서 얻어진 산화 류는 Br-가 Br2로 산화

되면서 얻어진 류인 것으로 보이며, 1.2 V 이상에서 얻어진 격히 증가하

는 산화 류는 Cl-가 Cl2로 산화되는 류에 기인하는 것이다. 1.4 V에서 

를 역으로 주사시키면 0.2 V 근처에서 환원 류가 얻어지는데 이것은 Br2

이 Br- 이온으로 다시 환원되면서 얻어지는 류인 것으로 단된다. 

  LiBr의 산화-환원 극에서의 기화학 반응은 다음과 같이 일어날 것으로 

상되며 각 극의 기화학 반응은 cyclic voltammetry 측정시간 역에서 

가역성을 보인다.

환원 극 반응 :  Li
+ + e- ⟷ Li         (6.1.2.1)

산화 극 반응 :  2Br- ⟷  Br2 + 2e-         (6.1.2.2)

  각 극에서 얻어진 가역성은 고온에서 휘발성이라고 생각되는 Br2가 65

0℃에서도 휘발하지 않고 산화 극 주변의 용융염에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산화와 환원 극에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한 후에 100 mA의 일

정 류로 기분해를 1 시간 동안 수행하면서 각 극의 를 측정하여 

Fig. 6.1.2.4에 나타냈다. Anodic cyclic voltammogram에서 얻어진 것과는 달

리 기분해에서는 산화 가 0 V 인근에서 안정화 되었고, 환원 는 약 

20 분 이후부터 -2.0 V 이하의 값으로 내려갔으며 약 30 분 이후에는 안정

화되었다. 

  기분해를 끝내고 극을 용융염 계면 로 올린 다음에 반응용기를 식

혔다. Glove box에서 반응용기를 분해하여 각 극의 모습과 용융염의 상태

를 확인하 다. MgO filter에 Li 속이 포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하

여 MgO filter를 깬 조각과 스테인리스 스틸 환원 극을 glove box 밖으로 

빼내어 물과 반응시켰으나 수소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분해에서 

생성된 Li 속이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산화 극으로 사용한 백 극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염소발생은 

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산화반응에서 염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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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극이 염소와 반응하여 용해되기 때문에 심각한 손상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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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2.4. Electrode potentials during the electrolysis of   

            LiBr in LiCl molten salt at 650℃.

  Glassy carbon에 담긴 용융염을 찰한 결과, 기의 밝은 백색의 화합물

이 아니라 진한 갈색을 띠고 있었고 (Fig. 6.1.2.5) 표면을 물로 씻으면 

Fig. 6.1.2.6처럼 부분의 갈색이 용해되어 없어졌다. 

Fig. 6.1.2.5. Electrolysed LiCl salt containing 3 wt% LiBr with 100 mA    

            reduction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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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2.6. The electrolysed LiCl salt containing LiBr washed with water.

  이것은 생성된 Br2가 LiCl 용융염에 균일하게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어 표

면에만 있기 때문에 표면의 Br2가 제거되면 본래의 LiCl 용융염 색이 나타나

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2) LiI의 산화-환원 거동 측정

      3 wt%의 LiI를 함유한 LiCl 용융염에 담겨진 환원 극과 산화 극에 

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는 각각 Fig. 6.1.2.7 과 

Fig. 6.1.2.8에 나타냈다. 

  Fig. 6.1.2.7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LiI의 환원 극 반응은 백  기

극에 해서 -1.0 V 근처에서 시작되었고 Li 이온이 환원되기 시작하는 -2.0 

V 이하에서 다시 환원 류가 증가하여 약 4 A 크기의 최  환원 류를 얻

었다. LiI의 경우, -1.0 V에서 환원되는 화학종이 어떤 것인지는 밝힐 수 없

었지만 Li 속을 생성하는 반응은 아닌 것으로 단된다. 

  Li 속이 생성되기 보다는 오히려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기 이 에 

용융염에 함유된 Li 이외의 속이온들에 의한 환원 류일 것으로 단된다. 

동일한 LiCl를 사용한 다른 화합물의 환원반응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이유

는 LiI를 함유한 용융염에 의한 재질의 부식가능성이다. 한 Li 속이 생성

되는 를 지난 후, 를 양의 방향으로 주사하 을 때 LiBr를 함유한 

용융염에서 얻어진 Li 속의 재산화 류를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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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2.7. Cathodic cyclic voltammogram of 3 wt% LiI in  

            LiCl molten salt at 650 ℃ (scan rate =        

            50 mV/sec).

  Li 속이 생성되는 환원 류가 뚜렷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산화 류

를 주지 않는 이유는 생성된 속이 LiI 계에서는 안정하지 못하여 쉽게 소

멸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환원 극에서 Li 속이 생성될 때, 산화 극

에서는 I2가 생성될 것으로 상되는데 이들의 빠른 재결합 화학반응 때문인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Fig.6.1.2.8은 LiI를 함유한 용융염의 산화 극에서의 cyclic voltammogram

을 보여주고 있다. 환원 극에서 생성된 Li 속이 불안정하여 재산화 류를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산화 극에서 생성될 것으로 상되는 I2도 를 음

의 방향으로 주사시킬 때 다시 환원되는 류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우 불안정한 것처럼 보인다. 

  LiI의 각 극에서의 반응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상된다. 

환원 극 반응 :  Li
+ + e- ⟷ Li         (6.1.2.3)

산화 극 반응 :  2I- ⟷  I2 + 2e-         (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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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2.8. Anodic cyclic voltammogram of 3 wt% LiI in  

            LiCl molten salt at 650 ℃.

  Fig. 6.1.2.9는 일정 류로 기분해를 수행하면서 시간에 따른 극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200 mA와 250 mA의 일정 류로 기분해 시킬 

때 산화/환원 극 변화를 찰한 결과 산화 극 는 모두 0 V에서 

안정되었으나 환원 극 는 류 값이 증가할수록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250 mA를 흘려주었을 때 Li 속을 생성하는 -2.0 V 이하의 

에 도달하 다. 기분해가 끝난 후, 냉각시킨 LiCl 용융염 색은 Fig. 6.1.2.10

에서 보는 것처럼 흑 색을 띠었고 백 산화 극 표면에서 Fig. 6.1.2.1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갈색 침 물이 침 된 것을 발견하 다. 그러나 환

원 극을 둘러싼 다공성 MgO filter 내 용융염 일부를 물에 녹 을 때 수소

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Li 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LiI

을 기분해 할 때 생성된 Li 속은 다른 화학반응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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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2.9. Electrode potentials during the electrolysis of   

            LiI in LiCl molten salt at 650 ℃.

Fig. 6.1.2.10. After electrolysis of LiI in LiCl salt with 200 and 250 mA   

             reduction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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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2.11. Iodine deposition on the anode after LiI electrolysis.

  (3) Li2Se의 산화-환원 거동 측정

      3 wt%의 Li2Se를 함유한 LiCl 용융염에 담겨진 환원 극과 산화 극

에 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는 Fig. 6.1.2.12와 Fig. 

6.1.2.13에 각각 나타냈다. 

  Fig. 6.1.2.12의 Li2Se의 환원에 한 cyclic voltammogram을 보면 -2.0 V 

이하에서 Li 속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고, -3.0 V에서 4 A 이상의 큰 환

원 류를 얻었으나 류를 양의 방향으로 주사할 때는 약 2 A의 재산화 류

만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환원 류에 비해서 재산화 류 크기가 약 1/2의 

값을 갖는 것은 생성된 Li 속이 기화학 으로 산화되기 에 다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Li2Se을 함유한 용융염을 기

분해 할 때 생성된 Li 속은 cyclic voltammetry 측정시간 내에서도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

  산화 극에서의 기화학  반응은 +0.4 V와 약 +0.8 V 두 곳에서 산화

류 곡선을 주었으나 각각의 산화 류를 유발하는 기화학반응이 어떤 것인

지는 아직 밝 지지 않았다. 염소기체가 발생하는 에서 다시 음의 방향

으로 를 주사시킬 때에는 명확한 재환원 류 곡선을 주는 신에 거의 

직선 으로 증가하는 산화 류를 주 다. 산화되었다가 다시 재환원되는 반

응도 아직 밝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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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2.12. Cathodic cyclic voltammogram of 3 wt% Li2Se in LiCl

                molten salt at 650 ℃ (scan rate = 50 mV/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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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2.13. Anodic cyclic voltammogram of Li2Se in LiCl molten salt at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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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한 후에 100, 200, 400 mA로 기분해 시킬 때

의 환원 극과 산화 극 의 변화를 측정하 고 400 mA에서의  변

화를 Fig. 6.1.2.14에 나타냈다. 기분해 류를 올릴 때는 먼  100 mA를 

걸어주고 수 분간 변화를 찰하여 -2.0 V보다 무 높은 양의 에 

머무르면 기분해를 단하고 류 값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수행하 다.

  LiI와 마찬가지로 기분해 류를 증가시켰을 때에도 산화 극 는 모

두 약 0 V를 유지한 반면에 환원 극 는 400 mA를 흘려주어야 Li 속

을 생성시킬 수 있는 에 도달하 다. 

  낮은 기분해 류에서 Li 속을 생성하는 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Li 이온보다 환원이 쉽게 일어나는 속이온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하며 이것은 Li2Se를 함유한 LiCl 용융염이 반응용기 등의 재질들을 부식시

켜 용융염에 용해되도록 만들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이 게 용해된 속이온들은 Li 이온보다 쉽게 환원되기 때문에 -1.5 V 

후에서 가 상당 시간동안 안정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100 mA나 

200 mA의 류를 긴 시간 동안 흘려주어 용융염 내에 존재하는 부식생성물

의 이온들이 모두 환원된 후에는 Li 속이 생성될 가능성은 있다. 비교  

낮은 기분해 류에서 Li 이온이 속으로 환원되는 에 도달하는 시간

이 짧을수록 용기재질의 부식이 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기분해를 수

행한 후, 냉각시킨 LiCl salt는 Li2Se를 물에 직  녹 을 때와 동일한 주홍

색을 주었으며 용융염 바닥에 Fig. 6.1.2.15과 같은 검정색의 침 물이 얻

어졌다.

이 화합물을 filter paper로 여과하여 물로 잘 씻은 후 공기 에서 며칠 

동안 자연 건조시켜 XRD로 측정한 결과 Fig. 6.1.2.16과 같은 XRD pattern

을 얻었다. 이 화합물은 공기 에서 매우 안정하 고 순수한 PtSe2인 것으

로 밝 졌다. 산화 극으로 사용했던 Pt rod를 확인해 본 결과 용융염에 잠

겨 있던 부분이 많이 용해되어 가늘어졌음을 확인하 다. 

반응용기를 glassy carbon 신에 Ni crucible을 사용하여 Li2Se를 함유한 

LiCl 용융염을 기분해를 한 경우에도 검정색의 침 이 얻어졌다. 이 침

물을 filter paper로 여과하여 물로 잘 씻은 후 공기 에서 자연 건조시킨 

후에 XRD로 측정을 한 결과는 Ni3Se2 화합물인 것으로 밝 졌다. 산화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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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성된 Se은 Pt 극과 반응할 뿐만 아니라 반응용기로 사용한 Ni 

속과도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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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2.14. Electrode potentials during the electrolysis of  

             Li2Se in LiCl molten salt at 650 ℃.

     

  

Fig. 6.1.2.15. Precipitates after the electrolysis of Li2Se in LiCl with       

              400 mA current for 1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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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2.16. X-ray diffraction pattern of precipitates in LiCl molten salt   

             after the electrolysis of 3 wt% Li2Se at 650 ℃.

 라. O2- 산화반응에 미치는 Br-, I-,  Se2-의 향 규명

    Li2O가 없는 조건에서 순수한 Br
-
, I

-
,  Se

2-
의 산화거동과 이들이 Li이

온의 환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후, Li2O가 존재할 때 이들 음이온들이 

Li2O의 산화반응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자 하 다. 우선 일정 류로 기

분해하 을 때 산소이온이 먼  산화되는지 아니면 이들 음이온들이 먼  

산화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

  MgO crucible에 LiCl 150 g, Li2O 1.5 g을 넣고 (Li2O 농도 약 1 wt%), 

LiBr(4.5 g), LiI(6 g) 는 Li2Se(3 g)를 각각 평량하여 반응용기에 가하

다. 작업 극으로는 스테인 스 스틸 rod를 porous MgO cup에 잠기도록 연

결하 고 지시 극과 기 극은 Pt rod를 사용하 다. 각각의 화합물을 650 

℃에서 용융시킨 후 기분해 시작하기 과 기분해 후의 Li2O 농도 변화

를 측정하여 어떤 음이온이 먼  산화가 되는지를 확인하 다.

  각각의 음이온들을 함유한 약 1 wt% Li2O 용융염을 300 mA로 3 시간 

기분해 한 후와 6 시간 기분해 한 후에 각각 quartz tube로 용융염 시료를 

채취하여 증류수로 용해한 후 0.1N HCl로 정하여 Li2O의 소모여부를 확인

하 다. Li2O가 소모되었으면 기분해를 하는 동안 다른 음이온들보다 산소

이온이 먼  산화되는 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 Li2O가 소모되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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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음이온들이 먼  산화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1) O
2- 산화반응에 미치는 Br-의 향 규명

      MgO 반응용기에 LiCl 150 g과 Li2O 1.5 g을 가한 후 LiBr 4.5 g을 넣

고 극을 연결하 다. 300 mA로 3 시간 기분해 한 후에 시료를 채취하

고 다시 3 시간을 더 기분해 한 후에 시료를 채취하여 증류수로 용해하여 

정하 다.

  Table 6.1.2.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의 Li2O 농도와 3 시간 기분해 

한 결과물과 6 시간 기분해 한 결과물의 Li2O 농도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 으로 300 mA의 류로 3 시간 기분해를 할 경우에 Li2O

를 0.5 g, 6 시간 기분해 할 경우에는 1.0 g을 분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산

소이온이 먼  산화된다면 Li2O 농도가 0.6 wt%와 0.3 wt%로 감소해야한

다. 6 시간 후에도 Li2O 농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단하건데 산소

이온보다 Br-이온이 먼  산화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해환원 시킬 때 Br-이온이 공존할 경우 산소이온보다 Br-이온이 먼  산

화되어 제거될 것으로 상되며 이때 백 산화 극의 손상은 거의 없을 것

으로 단된다.

Table 6.1.2.1. Li2O concentration changes after the electrolysis of   

             molten salt containing LiBr

기분해

시간 (hr)

용융염 시료 (g)
소모된 

0.1N HCl (mL)

상응하는

Li2O 농도(wt %)

1 2 1 2 1 2 평균

0 0.1954 0.1538 1.24 0.94 0.95 0.91 0.93

3 0.3119 0.3770 1.94 2.48 0.93 0.98 0.96

6 0.3307 0.4821 2.06 2.74 0.93 0.85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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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O2- 산화반응에 미치는 I-의 향 규명

      MgO 반응용기에 LiCl 150 g과 Li2O 1.5 g을 가한 후 LiI 6 g을 넣고 

극을 연결하 다. 300 mA로 3 시간 기분해를 하고 시료를 채취한 후 다

시 3 시간을 더 기분해 한 후 시료를 채취하여 증류수로 용해하여 정하

다.

Table 6.1.2.2. Li2O concentration changes after the electrolysis of

                molten salt containing LiI

기분해

시간 (hr)

용융염 시료 (g)
소모된 

0.1N HCl (mL)

상응하는

Li2O 농도(wt %)

1 2 1 2 1 2 평균

0 0.5880 0.5495 2.40 2.35 0.61 0.64 0.63

3 0.2986 0.2649 1.58 1.43 0.79 0.81 0.80

6 0.4822 0.5972 2.44 2.93 0.76 0.73 0.75

  Br- 이온의 기분해와 마찬가지로 I-를 함유한 용융염도 300 mA로 3 시

간과 6 시간 동안 기분해하면 기에 정한 Li2O 농도 0.63 wt%는 거의 

소모되어야만 하지만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기보다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i2O가 없는 경우에 살펴본 바와 같이 I- 이온은 비가역 인 산화반응을 

일으킨다. 기분해를 하는 동안에 Li2O 농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은 산

소이온보다 I- 이온이 먼  산화가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Li2O 농도

가 처음보다 감소하지 않고 기에 약간 증가한 이유는 이  실험에서 사용

한 MgO 반응용기에 포집되었던 Li2O가 서서히 녹아 났기 때문으로 단된

다. 

  기분해 3 시간 후에 채취한 용융염 시료의 색깔과 6 시간 후에 채취한 

용융염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된 실험을 통해서 재확인하기 

하여 새로운 기분해 실험을 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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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실험에서는 Li2O를 가하지 않고 LiI만을 가한 후에 300 mA로 기

분해 하면서 1.5 시간 마다 용융염시료를 채취하여 먼  육안으로 색깔의 변

화를 찰하고 0.1N HCl로 정하여 Li2O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Table 

6.1.2.3에 정리하 다. 

Table 6.1.2.3. Li2O concentration changes after the electrolysis of

                molten salt containing LiI.

기분해

시간  

(hr)

하량

(coulombs)

LiI 

분해량

(g)

용융염 시료 

(g)

소모된 

0.1N HCl 

(mL)

상응하는

Li2O 농도 

(wt %)

1 2 1 2 1 2

0 0.6819 0.9029 0.64 0.86 0.14 0.14

1.5   540 0.75 0.6085 0.3251 0.52 0.26 0.13 0.12

3.0 1,080 1.50 0.4876 0.7718 0.42 0.61 0.13 0.12

4.5 1,620 2.25 0.4502 0.3515 0.30 0.22 0.10 0.09

6.0 2,160 3.00 0.4428 0.4918 0.16 0.14 0.05 0.04

  기분해를 하기 에 측정한 기의 Li2O 농도가 0의 값을 갖지 않는 것

은 MgO 반응용기에 포집되었던 Li2O가 용출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기분해 시간이 증가할수록 채취한 용융염 시료 색깔이 백색에서 노란색

을 거쳐 진한 갈색으로 바 어 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색의 변화는 I3-의 

농도가 증가하는 특성을 그 로 보여주는 것이다. I2는 수용액에서도 잘 용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용액에 I
-가 풍부한 KI 는 NaI 수용액에

서는 I-와 반응하여 I3
-를 형성하면서 용액에 용해되고 용액의 색깔도 무색에

서 노란색을 거쳐서 진한 갈색으로 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도 I2가 생성된 후에 용융염에 용해되지 않고 650 ℃의 고온에

서 휘발하여 제거된다면 산화 극에서 비가역 반응일 뿐만 아니라 용융염의 

색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기분해 시간이 증가하여도 약 3 시간까

지는 Li2O의 농도는  감소하지 않고 용융염의 색만 진한 갈색으로 변하

는 것으로 보아 산화 극에서 생성된 I2가 용융염 에 함유된 I- 이온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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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여 I3
-를 생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화 극에서 생성된 I2가 용융염에 녹아있는 I- 이온과 반응하는 식은 다

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I
- → I2 + 2e

-                  (6.1.2.5)

I2 + I
- → I3

-                 (6.1.2.6)

고온에서 측정할 수 있는 spectrometer로 I3
-의 존재를 규명하고자 하 으

나 가시 선 역에서는 흡수스펙트럼을 얻을 수 없었다. 수용액에서도 I3
-
의 

흡수스펙트럼은 ultra violet 역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단하건  용융염에

서의 흡수스펙트럼도 ultra violet 에서 나타나기 때문으로 단된다.

  (3) O
2- 산화반응에 미치는 Se2-의 향 규명

      Se2-의 경우에도 동일한 실험을 수행하 으나 채취한 Se시료의 색깔이 

지시약인 phenolphthalein과 유사한 색을 띄어 end-point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0.1N HCl 정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pH meter를 사용하여 

pH 7까지 0.1N HCl로 정하여 end-point를 결정하 다. 종말 을 결정할 

때 pH meter와 phenolphthalein의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Li2O 수용액을 만

들어 (6.12 mg of Li2O/mL of solution) 지시약으로 얻은 종말 과 pH 

meter로 pH 7까지 정한 종말 을 비교하 다. 다섯 번의 측정에서 최소 

0.5%에서 최  1.0%의 이내의 상 오차를 주었으므로 pH meter에 의한 

정 결과를 지시약 정과 동일한 값으로 간주하 다. 

  Li2Se 시료를 정하는 과정에서 성인 LiBr와 LiI와 달리 Li2Se은 수용

액에서 염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 고 Li2Se의 염기도를 측정하기 하

여 Li2O 수용액을 기본용액으로 하고 Li2Se의 양을 증가시키면서 0.1N HCl

로 정하여 Table 6.1.2.4에 정리하 다. 

  기본용액인 Li2O 수용액 1 mL를 화시키는데 3.92 mL의 0.1N HCl을 소

모하 고, Li2Se 양이 증가하면 더 많은 0.1N HCl이 필요하 다. Li2Se 1 

mg은 0.221 mg의 Li2O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0.148 mL의 0.1N 

HCl을 필요로 하 다. 따라서 염기도의 감소 측정법으로는 Se2-이온이 산소

이온보다 먼  산화되는지 여부를 단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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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2.4. Titration results of Li2Se with 0.1N HCl

0.1N HCl 소모량,
(mL)

Li2Se에 의한 0.1N
 HCl 소모량, (mL)

 Li2O 기본용액
1 mL

 - 3.92 -

 Li2O 기본용액
1 mL

 Li2Se 36.3 mg 9.16 5.24

 Li2O 기본용액
1 mL

 Li2Se 68.2 mg 14.22 10.30

  Table 6.1.2.5는 3 g의 Li2Se와 1.5 g의 Li2O를 함유한 LiCl 용융염을 기

분해하면서 3 시간  6 시간 후에 채취한 용융염 시료를 pH 7까지 정하

는데 소모된 0.1N HCl을 나타낸 것이다. 기에는 체 염기도가 감소하지 

않았으나 6 시간 후에는 염기도가 약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Table 6.1.2.5. Titration results of Li2Se solution with 0.1N HCl

기분해

시간 

(hr)

용융염 시료 (g)
소모된 

0.1N HCl (mL)

상응하는

Li2O 농도(wt %)

1 2 1 2 1 2 평균

0 0.4500 0.5250 3.94 4.43 1.31 1.26 1.29

3 0.3690 0.4851 3.18 4.24 1.29 1.31 1.30

6 0.2365 0.4476 1.92 3.74 1.21 1.25 1.23

  Li2Se의 경우에는 기분해를 완료한 후에 얻어진 결과물을 부 용해시켜

서 filter paper로 여과하여 걸려낸 침 물을 XRD로 확인함으로써 산소이온

보다 먼  산화됨을 알 수 있다.  Se2- 자체의 염기성 때문에 염기도의 감소

가 어느 성분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얻어진 결과물을 XRD로 측

정하 을 때 PtSe2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O2-보다 먼  산화되어 Pt와 

반응한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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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결론

    고온 용융염에서 우라늄산화물을 기화학  방법을 사용하여 속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핵확산 항성을 갖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일 뿐만 

아니라 공정을 소형화  단순화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는 기술로 한국원자

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개발 과제에서는 20 Kg batch 규모

에서 우라늄산화물을 속으로 성공 으로 환원시켰다. 

  그러나 이 기술을 사용후핵연료에 직  용하기 해서는 보다 안정한 

산화 극 물질이 개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핵분열생성물들이 기화학 반응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병행

되어야만 한다. 핵분열생성물들 에서 란탄족원소들에 한 연구는 비교  

많이 수행된 반면에 휘발성 핵분열생성물들인 Br, I,  Se에 한 연구는 

이론 인 계산에 의한 근만이 시도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이들 화합물들이 공정의 핵심 반응물인 Li 속과 반응하여 

생성된다고 보고된 LiBr, LiI,  Li2Se를 사용하여 우라늄산화물의 환원공정

과 동일한 조건에서 기화학  거동을 살펴 으로서 이들 화합물들이 공정

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LiBr의 경우, cyclic voltammetry 실험을 수행하는 시간인 1 분 이내에서

는 환원 극에서 생성된 Li 속과, 산화 극에서 생성된 Br2이 비교  안정

하여서 각각의 극반응을 역으로 진행시킬 때 상응하는 재산화 류와 재환

원 류를 얻을 수 있었다. 일정 류를 흘려주면서 1 시간 동안 기분해를 

수행하 을 때, 산화 극에서 생성된 Br2은 용융염과 섞이지 않고 표면을 둘

러싸고 있는 형태로 존재하 으나, 환원반응이 일어난 다공성 MgO filter 내

에서는 Li 속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Br2이 용융염 표면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기분해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다

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나 생성된 Li 속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생성된 

Li 속이 다른 속이온들을 환원시키는데 부분 소모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산화리튬은 강한 염기성을 띠는 부식성이 큰 화합물로 알려져 

있으며 3 wt%의 산화리튬이 반응용기 내에 존재하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부

식시켜 Fe, Ni,  Cr의 속이온들을 생성시키고 이들이 생성된 Li 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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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한 것으로 추정된다. 

  LiI의 경우에는 cyclic voltammetry로 환원 극 반응과 산화 극 반응을 

찰하 을 때 두 반응 모두 완  비가역 반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원 극

에서 생성된 Li 속이나 산화 극에서 생성된 I2가 신속하게 소실됨을 알 

수 있었다. 일정 류에서 1 시간 동안 기분해를 수행한 결과 백  산화

극의 상부에 갈색의 용융염이 침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Li 속은 

 발견할 수 없었다. 

  LiI를 함유한 용융염을 6 시간 동안 기분해하면서 1.5 시간마다 채취한 

용융염 시료의 색깔의 변화를 보면 기의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 었다가 

 색깔이 진해져서 궁극 으로 진한 갈색을 보 다. 이는 LiI가 해리된 I-

가 백  산화 극 표면에서 산화하여 I2가 생성되고 생성된 I2는 신속하게 용

융염 내에 녹아있는 I
-와 반응하여 I3

-를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I3
-를 함유한 용융염을 고온에서 spectrometer로 측정하기 한 시도는 실패

하 고 이는 가시 선 역에서는 빛을 흡수하지 않고 ultra violet 역에서

만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LiI의 기분해에서 반드시 언 해야 할 것은 산화반응을 거쳐서 일단 I3
-

가 생성되면 기화학 으로 상당히 안정하다는 이다. 산화 극에서 산화

류를 주었으나 를 역방향으로 주사시켰을 때 생성된 I2가 다시 I-로 환

원되지 않는 이유는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는 짧은 시간동안에 휘발하

여 없어졌거나 신속한 화학반응을 거쳐서 I3
-
로 변했기 때문이다. 일단 I3

-
를 

변한 후에는 를 다시 환원방향으로 이동시키더라도 결합을 쉽게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환원 류를 얻을 수 없고 결국 비가역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이다.

  Li2Se는 환원 극에서 생성된 Li 속이 일부 소멸되었으나 환원 류의 약 

1/2 크기의 재산화 류를 주었다. 산화 극에서의 반응은 두 개의 산화 류

곡선을 주었으나 상응하는 환원 류곡선은 얻을 수 없었다. 일정 류에서 1

시간 동안 기분해를 한 결과, 다른 화합물과 달리 백  산화 극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검은색의 침 물이 얻어졌다. 이 침 물을 분리하고 건조하여 

XRD 측정을 한 결과 PtSe2인 것으로 밝 졌다.  

  한 Li2Se 기분해에 Ni 반응용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과물을 여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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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D로 측정하 을 때 Ni3Se2 화합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650 

℃ 용융염 내에서의 Se은 Ni 속과도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

화학 인 방법에 의한 우라늄산화물의 환원공정에 미치는 이들 음이온들의 

향을 보다 정확하게 측할 수 있는 실험이 요구된다.

  산화 극으로 사용하는 백 과 몇 가지 음이온들의 반응에 한 반응에

지를 열역학 으로 계산한 결과를 Table 6.1.2.6에 나타내었다. 이미 알고 있

듯이 염소기체는 백 과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Se

도 백 과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r2과 I2는 백 과 반응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1.2.6. Thermodynamic data of Pt with anionic species

Reaction ΔG (kJ)

Pt + Cl2(g) = PtCl2 -73.11

Pt + Te = PtTe2 -28.94

Pt + 2Se = PtSe2 -11.08

Pt + 2Br2 = PtBr2 38.55

Pt + I2 = PtI2 44.96

  열역학 으로 얻어진 계산과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거의 일치하지만 열역

학 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상되는 LiBr와 LiI의 기분해 결과물에서

도 소량의 침 물을 얻을 수 있었으며 침 물을 여과하고 건조시켜 XRD로 

측정한 결과와 일치하는 화합물을 X-ray diffraction pattern을 함유한 

library에서 찾아보면 합성백 (Pt syn.)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화합물을 구할 수 없어서 실험을 수행하지는 못하 지만 Se보다 훨

씬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Te의 열역학 계산 값은 백 산화 극이 손상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염소이온의 생성을 최소화 시키더라도 

사용후핵연료를 해환원 시킬 경우 함유된 Te과 Se은 백 산화 극을 용해

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 인 공정개발을 해서 산소이온의 산화가 효과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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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될 뿐만 아니라 음이온들의 산화반응에서도 손상을 입지 않는 산화 극

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한다. 

  세 개의 화합물 모두 산화리튬이 분해되는 와 비슷한 크기의 분해

에서 산화와 환원반응이 일어났으며, 특히 Li2Se의 경우에는 Pt 산화 극

과 직  반응하여 극을 심하게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요 SF 속 상평형도 자료조사  평가

 가. 상률(Phase rule)과 상 이의 분류

    평형상태를 기 으로 작성되는 상평형도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

되는 상률을 그림으로 표 한 것이다.

                                                   (6.1.3.1)

       C = number of components of system

       P = number of phases at equilibrium

       F = degree of freedom of system

  상률은 질량과 같은 상(phase)에 존재하는 물질 양에 의존하지 않으며 물

질의 특성 한 상률에 향을 주지는 않는다. 평형상태에 존재하는 시스템

은 언제나 상률을 따르며 시스템에 존재하는 물질의 수(C)가 알려져 있으면 

시스템의 자유도와 상의 수의 합은 항상 C+2로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자유

도가 0 이하의 값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평형상태의 안정 인 상의 수는 

최  C+2가 된다.

  정압조건에서 합 과 같은 고용체(solid solution)에서 발생하는 상 이

(phase transformation)는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단성분계에서는 식(6.1.3.1)

의 상률에 따르면 C=1이므로 P와 F의 합은 3이 된다. 한, 상 이가 나타

나기 해서는 어도 두개의 상이 필요하므로 →와 같은 동소 이

(allotropic transformation) 는 용융과 같은 한 가지 상 이만이 발생하며 

이때 시스템의 자유도는 1이 된다. 그러므로 단성분계에서는 온도 는 압력

이 결정되면 모든 평형상태가 정의 된다. 반면 이성분계 고용체에서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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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의 우변이 4가 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 상 이가 발생한다.

        →   eutectoid transformation

        →   peritectoid transformation

      

  공석 이(eutectoid transformation)는 고상()이 냉각으로 인해 두개의 고

상( , )으로 변태하는 과정이며 포석 이(peritectoid transformation)는 냉

각 에 두개의 고상( , )이 다른 고상()으로 이하는 과정이다. 이 두 

이 과정이 표 인 고용체의 상 이 과정이며 상의 수가 3이므로 자유도가 

1이 되어 온도 는 압력과 같은 시스템의 시강변수(intensive variable) 하나

가 결정되면 평형상태가 정의된다. 특정한 공석 이를 나타내기 해서는 

이가 발생하기 이 의 상의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따라서 에서 보인 공

석 이는 -eutectoid라 부를 수 있다. 액상이 참여하는 상 이는 냉각에 따

른 상 이에 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   eutectic

        →  monotectic

        →   metatectic

        →  peritectic

        →  syntectic

  와 같은 이 과정 역시 자유도가 1이므로 일반 인 응축상의 상 이에

서는 압력이 고정 값이기 때문에 상평형도에서 불변 (invariant point)이 된

다.

 나. 이성분계 상평형도의 해석

  (1) 고용체가 없는 경우

      Fig. 6.1.3.1에 ① 간 화합물이 없으며 ② 액체상에서 완  혼합하며 

③ 고체상 사이에 용해도가 없는 응축 이성분계에 한 그림을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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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1 Two-component system without solid solutions.

그림에서 C1은 두 고체상(S1과 S2)과 액체상(40% S2와 60% S1)의 삼상이 평

형을 이루고 있는 eutectic point이다. 응축상에 한 압력의 향은 거의 없

으며 그림에서 F와 G는 각각 S1과 S2의 용융 이며 F-C1과 G-C1을 잇는 선

은 등압조건에서 자유도 1을 갖는 각각 S1-L, S2-L 두 상의 상경계선이다. 

  Fig. 6.1.3.1에서 “Liquid”로 표시된 역은 단일 상 역이며 “Liquid+S1”, 

“Liquid+S2”  “S1+S2”로 표시된 역은 두 상이 공존하는 역이다. 단일상 

역에서 x축의 좌표인 조성은 실제 계에 존재하는 조성을 의미하지만 두 

상 역에서 x축의 값은 평형상태에 존재하는 두 상의 체 조성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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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를 들어 Fig. 6.1.3.1에서 체 조성 A를 지니는 시스템은 온도가 T6이

상인 경우 조성 A를 나타내는 단일 액상으로 존재하며 냉각이 진행되어 온

도가 T6에 다다르면 S1 고체상이 액상으로부터 침 되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후 지속 으로 냉각이 진행되면 온도가 T1에 이를 때까지 액상과 S1 고체

상의 두 상 평형이 지속된다. 온도가 T1에 이르면 액상의 조성이 C1을 나타

내게 되며 S2의 고체상이 침 되어 생성된다. 이후, 추가 인 냉각에 의해 

액상은 사라지며 S1과 S2의 두 고체상만이 낮은 온도에서 존재하게 된다.

  Fig. 6.1.3.2에 두 물질 사이에 화합물이 있는 표 인 경우를 시하 다. 

Fig. 6.1.3.2(A)는 화합물인 S1S2가 eutectic point 보다 낮은 온도인 T1에서 

분해되어 S1과 S2의 두 상으로 분리되는 경우이며 Fig. 6.1.3.2(B)는 S1S2의 

분해 온도가 eutectic point 보다 높은 경우로 T2에서 S1S2의 용융이 발생하

지만 새로운 고체상(S2)의 생성에 의해 생성된 액상의 조성이 기 고체상

(S1S2)과 달라지기 때문에 비정조성 용융(incongruent melting)이라 한다. 반

면 Fig. 6.1.3.2(C)의 경우와 같이 화합물인 S1S2가 안정 으로 용융을 하는 

경우 정조성 용융(congruent melting)이라 한다.

  (2) 고용체가 있는 경우

      Fig. 6.1.3.3에 단순 고용체(solid solution)가 존재하는 상평형도를 나타

내었다. Fig. 6.1.3.3에서 조성 X인 A와 B의 고용체는 온도가 T1보다 높은 

조건에서 단일 액상으로 존재하며 동일 조성 선상을 따라 시스템이 냉각되

어 온도가 T1에 다다르면 액상으로부터 SS1 조성을 갖는 결정이 석출되기 

시작한다. 온도가 T2에 이르면 고용체의 조성은 SS2가 되며 액상의 조성은 

L2가 되어 두 상이 공존하게 된다. 온도가 T3 아래로 내려가면 조성 

SS3(=X)인 단일 고용체로 존재하게 된다.

  Fig. 6.1.3.4와 Fig. 6.1.3.5는 고용체가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상평형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6.1.3.4의 (A)와 (B)는 상평형도 곡선이 각각 최 과 

최소 을 갖는 그림으로 이 조성에서는 고용체의 정조성 용융(congruent 

melting)이 발생한다. 이 정조성 용융이 발생하는 조성과 온도에서 시스템의 

상의 수가 2이므로 자유도는 2이다. 따라서 상평형도의 모양은 공정 이

(eutectic transition) 는 포정 이(peritectic transition)와 유사하지만 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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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2 Two-component systems with compounds present.

Fig. 6.1.3.3 Complete solid solution without maximum or minimum in a 

            bin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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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4 Binary systems with a single solid solution.

Fig. 6.1.3.5 Solid solutions showing conjugat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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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이 이루어져 자유도가 1인 공정 이와 포정 이와는 다른 용융 이 된

다. Fig. 6.1.3.5(A)에서 조성 c에 온도가 Tc 이상인 경우 단일 액상으로 존재

하지만 온도가 Tc에 다다르면 액상은 각각 조성 a와 b를 나타내는  두 고체

상과 평형을 이루게 되는 공정반응(eutectic reaction)을 일으킨다. 온도가 Tc 

이하로 내려가면 S1과 S2로 표시되는 두 고용체가 평형으로 존재하는 이상

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Fig. 6.1.3.5(B)에서 c 조성의 액상은 온도 Tc에서 각

각 조성 a와 b를 갖는 S1과 S2 상으로 이되며 Tc 이하에서 S1 상은 없어

지고 액상과 S2 상의 이상 역이 나타난다.

 다. 주요 SF 속 상평형도

    사용후핵연료에는 30종이 넘는 원소가 존재하며 조성은 연소도와 냉각

기간에 따라 변한다. 그러므로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을 상

으로 상평형도를 조사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며 연구에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주요 SF 속 원소들의 상평형도를 사

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 개념에 맞추어 의미 있는 계를 정의하여 이성

분계를 기 으로 자료를 조사하 다. 자료는 문헌[6.1.3.1-6.1.3.3]과 다양한 

상평형도를 내장하고 있는 FACTSAGE를 이용하여 수집하 으며 사용후핵

연료 차세  리공정 해석을 한 상평형도 검토가 이루어졌다.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은 크게 건식분말화, 속 환, 스멜  

(smelting)공정으로 구성되어있다. 건식분말화는 펠렛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공기 에서 산화시켜 분말로 환시키는 공정으로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

는 원소들은 산소와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건식분말화 공정에서 의미 있는 

계는 속과 산소(M-O)로 구성된 계이며 상평형도를 통해 건식분말화 이후 

안정 인 산화물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 속 환 공정은 해환원 방법을 

이용하여 기 으로 생산된 리튬 속과 사용후핵연료 산화물의 반응에 의

해 속으로 환시키는 공정으로 속 환 공정에서는 리튬 속과 생성된 

속 원소들의 상평형도(M-Li)가 의미를 갖게 된다. 리튬- 속 상평형도에

서는 리튬 속과 상 속의 간상 형성 등을 알아볼 수 있으며 안정

인 형태를 악할 수 있다. 스멜  공정은 환된 속을 용융시키는 공정으

로 사용후핵연료의 주된 구성 원소인 우라늄의 용융에 따라 다른 원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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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6 Phase diagrams of (A) Ag-O, (B) Ag-Li, and (C) Ag-U.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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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지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스멜  공

정을 해서는 우라늄과 속원소의 상평형도(M-U)가 필요하게 된다.

○ 분열생성물

- Ag

  Ag와 련된 상평형도는 Fig. 6.1.3.6에 정리되었다. Fig. 6.1.3.6(A)의 

Ag-O 상평형도에서와 같이 약 460 K가 안정 으로 Ag2O가 존재할 수 있

는 경계값이다. 따라서 건식분말화 공정 조건인 ～550 ℃에서 Ag는 산화하

지 않고 속으로 존재할 것으로 단된다. 속 환 공정에서 속 Ag는 

용융 속 Li와 하며 두 속으로 이루어진 계의 상평형도는 Fig. 

6.1.3.6(B)에 도시되었다. 공정온도인 650 ℃에서 고체 Ag와 액체 Li의 고-액 

상평형이 약 27.5～33.7 at.% Li 역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속 환 공정의 

Ag는 생성된 27.5 at.% 이상의 Li 속과 오랜 시간 하여 평형에 도달

하면 액상 합 으로 용해되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스멜  

공정의 운 온도는 U의 용융 인 1135 ℃ 이상이며 스멜  공정에서 Ag는 

Fig. 6.1.3.6(C)에서 알 수 있듯이 액상으로 존재하며 우라늄이 부분을 차

지하는 Ag-U계는 Fig. 6.1.3.6(C)의 L2 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g는 

공정 조건이 1135 ℃ 이상이며 U이 과량인 스멜  공정에서 우라늄과 단일 

액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 Ba

  Ba-O의 상평형도는 Fig. 6.1.3.7(A)에 제시되었다. 건식분말화 공정 온도

(～550 ℃)에서 과량의 산소에 의해 Ba는 BaO2로 산화되며 1000 K 이상까

지 안정 인 상을 형성한다. 속 환 공정에서 Ba 산화물은 매질인 용융 

LiCl과 반응하여 BaCl2가 되어 용융염으로 용해된다. 따라서 속 환 공정

에서 Ba-Li 상평형도는 의미가 없으며 Fig. 6.1.3.7(B)와 같은 BaCl2-LiCl 상

평형도가 필요하게 된다. LiCl의 용융 은 610 ℃이며 BaCl2의 용융 은  

962℃이고 514 ℃에서 공정 이(eutectic transition)가 나타난다. 속 환 

공정온도인 650 ℃에서 Fig. 6.1.3.7(B)에서 고체-액체 상평형선의 LiCl:BaCl2 

조성은 0.59:0.41이다. 속 환 공정에서 LiCl의 양은 공정에 도입되는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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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의 양에 비해 상당히 많으며 따라서 BaCl2는 LiCl에 모두 용해되어 단

일 액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Ba 원소가 용융염에 존재하게 되므로 스멜  

공정에 련된 Ba-U의 상평형도는 의미가 없게 된다.

Fig. 6.1.3.7 Phase diagrams of (A) Ba-O and (B) BaCl2-LiCl.

(A)

(B)

- Cd

  속 Cd은 속 에 상당히 낮은 용융 인 ～321 ℃를 갖는 속원소이

다. 따라서 건식분말화 공정에 도입되는 형태 즉, 사용후핵연료 내에서의 형

태가 산소를 잃은 속이라면 건식분말화 공정 온도에서 액상으로 이된다. 

Fig. 6.1.3.8(A)의 상평형도와 같이 액상으로 이된 후에도 산소에 의해 건

식분말화 공정 조건인 ～550 ℃에서 CdO의 산화물을 생성하며 CdO2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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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8 Phase diagrams of (A) Cd-O, (B) Cd-Li, and (C) Cd-U.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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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생성되지 않는다. 속 환 공정에서 Li 속과 Cd 속은 약 50 

at% Li 조건에서 최  용융 을 지니며 공정 온도(650 ℃)에서  조성에 

걸쳐 완  혼합되는 단일 액상(Fig. 6.1.3.8(B))을 형성한다. 그러나 Fig. 

6.1.3.8(C)를 보면 속 환체의 부분을 차지하는 U에 Cd은 650 ℃에서 약

간의 용해도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스멜  공정에서도 Cd의 낮은 용융

에 의해 공정 조건에서 우라늄과 함께 단일 액상을 형성하는 것을 Fig. 

6.1.3.8(C)의 상평형도로부터 알 수 있다.

- Ce

  Ce의 산화물들은 CeO, Ce2O3, Ce7O12, CeO2가 상평형도(Fig. 6.1.3.9(A))에

서 발견되며 건식분말화 공정 온도에서 모든 산화물이 안정 이다. 건식분말

화 공정은 산소가 공 되는 공정이므로 Ce-O계에서 산소의 양이 많아지면 

Ce의 산화수가 높아져 CeO2+O2 역에 다다를 것으로 상된다. Ce은 속

환 공정에서 리튬 속에 해 안정 이며 환원되지 않을 것이 상됨에 

따라 Ce-Li 상평형도는 의미가 없다. 반면, 스멜  공정에 도입되는 Ce은 

속 환체와 함께 존재하는 산화물 형태이므로 스멜  공정에서는 속 환

체의 U과의 상평형을 고려해야하며 Fig. 6.1.3.9(B)와 같은 Ce-O-U의 삼성

분 상평형도가 필요하다. Ce-O-U 삼성분계에 해서는 일부 역에 한 상

평형도만이 알려져 있다. Fig. 6.1.3.9(B)의 a, b,  c는 각각 CeO2, UO2, 

U3O8을 의미한다. 스멜  공정에 도입되는 Ce에 포함된 산소는 Ce-O-U계에

서 극소량을 차지하며 U이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Fig. 6.1.3.9(B)

에서 Ce/(Ce+U)와 O의 조성이 거의 0인 좌측하단 역이 심 역이나 제

시된 상평형도는 이 역을 도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산소농

도가 낮은 역(in hydrogen) 거동으로부터 유추한다면 스멜  공정에서 산

소 농도가 충분히 낮게 조정된다면 U과 Ce  O의 화합물은 생성되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 Cs

  Cs 역시 낮은 용융 (28.39 ℃)을 갖는 속 원소이다. 그러나 Cs은 사용

후핵연료에서 산화물 형태를 나타내며 건식분말화 공정에서 추가 인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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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9 Phase diagrams of (A) Ce-O and (B) Ce-O-U.

(A)

(B)

ab

c

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Fig. 6.1.310(A)와 같이 Cs-O에 해서는 제한된 

상평형도만이 알려져 있다.

  제시된 상평형도에서는 Cs3O가 최 산화수를 갖는 산화물로 보이지만 Cs

에 해서는 CsO2가 가장 높은 산화수를 갖는 산화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

므로 건식분말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Cs은 산화물인 것은 알 수 있으나 C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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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10 Phase diagrams of (A) Cs-O and (B) CsCl-LiCl.

Fig. 6.1.3.11 Phase diagram of Eu-O.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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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어떤 산화수를 갖는 산화물일지는 주어진 상평형도만으로 단하기

는 어렵다. Cs 산화물들은 Ba과 같이 속 환공정에서 용융 LiCl과 반응하

여 CsCl 형태로 환된다. 그러므로 속 환 공정의 Cs 거동은 Fig. 

6.1.3.10(B)의 CsCl-LiCl 상평형도에서 단해야 한다. CsCl-LiCl은 LiCs2Cl3

의 화합물에 의해 공정(eutectic) 거동과 포정(peritectic) 거동을 보여 주는 

다소 복잡한 계로 CsCl의 용융 은 645 ℃로 LiCl 보다 약간 높다. 한, 

Fig. 6.1.3.10(B)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속 환 공정의 조건인 650 ℃에서 

CsCl-LiCl 계는  조성 역에서 단일 액상을 나타낸다. 속 환 공정에서 

용융염에 염화물 형태로 용해되어 존재하는 Cs은 스멜  공정에서 우라늄의 

용융 이 에 염 제거 단계에서 LiCl과 함께 제거될 것이 상되므로 스멜  

공정을 한 Cs-U 상평형도는 의미가 없다.

- Eu

  Eu 산화물은 Fig. 6.1.3.11과 같이 EuO, Eu3O4  Eu2O3가 존재하며 주어

진 상평형도에서는 건식분말화 공정 온도에서의 상평형도가 나타나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림에서 산소의 조성이 60%인 조건으로 600 ℃ 이하에 상평

형선이 수렴하는 것으로 보이며 건식분말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반응에 

의해 Eu2O3의 최  산화수를 갖는 산화물로 생성될 것이 상된다. 속 환 

공정과 스멜  공정 거동 분석을 한 Eu 상평형도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

다.

- Ge

  Fig. 6.1.3.12(A)에 Ge-O 계에 한 상평형도를 나타내었다. 상평형도는 건

식분말화 공정 온도 보다 높은 역에서 제시되었으나 550 ℃ GeO2의 수직

형 상평형선으로 단하면 건식분말화 조건에서 Ge는 GeO2로 산화가 진행

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속 환 공정에서 Ge의 형태 해석을 한 

Ge-Li 계의 상평형도는 Fig. 6.1.3.12(B)에 제시되었다. Ge-Li 계에는 GeLi3

와 GeLi22와 같은 합 이 존재하여 528 ℃ 근방에서 Ge, GeLi3,  단일 액

상의 공정 온도(eutectic temperature)가 나타난다. 속 환 공정 온도(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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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12 Phase diagrams of (A) Ge-O, (B) Ge-Li, and (C) Ge-U.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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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Ge과 하여 시스템을 형성하는 Li의 양에 따라 액상과 고체상

의 다양한 고-액 상평형이 발생한다.

 650 ℃에서 Li의 양이 ① < ～45.5 at%인 경우 Ge-Li 계는 속 Ge과 

Li-Ge 합  액상의 고-액이 평형 상태이며 ② ～45.5 at% < Li < ～58 

at% 역에서는 단일 액상, ③ ～58 at% < Li < 75 at% 역에서는 액상

과 고체 GeLi3의 고-액 상평형, ④ 75 at% < Li < ～81.5 at%에서는 GeLi3

와 Ge5Li22의 고-고 상평형, ⑤ ～81.5 at% < Li < ～85 at%에서는 Ge5Li22

와 액상의 고-액 상평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85 at% < Li에서는 단일 액

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스멜  공정에서의 Ge 역시 U과 복잡한 상평형을 나

타낸다(Fig. 6.1.3.12(C)). 그러나 스멜  공정에 도입되는 U의 양은 Ge에 비

해 상당히 많으며 따라서 상평형도에서 심 역은 Fig. 6.1.3.12(C)의 우측 

경계에 해당한다. U 조성이 높아짐에 따라 Ge과 U은 U의 용융온도 이상에

서는 단일 액상으로 존재하며 스멜  공정에서 역시 Ge이 U과 함께 액상으

로 존재할 것으로 측 할 수 있다.

- I

  I는 휘발성 분열 생성물(VFP)의 일종으로 사용후핵연료의 탈피복 공정과 

건식분말화 공정에서 기상으로 제거될 것이 상된다. 그러나 아직 탈피복 

공정과 건식분말화 공정 조건에 따른 I2의 제거율이 정량 으로 측정되지 않

았기 때문에 I2가 분말에 잔류하여 속 환 공정에 도입되는 경우를 상해

야 한다. I2는 속 환 공정의 용융 LiCl에 용해되어 LiI를 형성하며 생성된 

LiI와 LiCl의 상평형도는 Fig. 6.1.3.13과 같다. LiI는 용융 이 469 ℃로 LiCl 

보다 낮으며 LiI-LiCl 계는 공정 (eutectic point)을 갖고 있다. 공정온도인 

650 ℃에서 두 물질은 액-액 분리를 나타내지 않고  조성에서  단일 액상

으로 완  혼합되는 것을 상평형도로부터 알 수 있다.

- In

  In은 용융 이 429.75 K로 상당히 낮은 속이다. 그러나 Fig. 6.1.3.14(A)

의 In-O 계의 상평형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조 의 산소가 존재하면 쉽게 

산화되어 In2O3로 넓은 온도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건식분말화 공정에서 I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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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13 Phase diagram of LiI-LiCl.

공정온도에 도달하기 이  기와의 만으로도 In2O3로 산화될 것이 상

된다. 그러나 산화반응이 속 외부에서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건식분말화 

공정에서는 공정 온도 도달 이 에 공기공 을 시작하는 것이 In의 용융을 

막는 방법일 것이다. 속 환 공정의 In-Li 상평형도(Fig. 6.1.3.14(B))를 보

면 용융 이 낮은 두 속에 의해 용융 이 높은 InLi 합 이 형성되는 것을 

나타났으나 속 환 공정 온도인 650 ℃는 이 합 의 최  용융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상평형도로부터 환원된 In은 속 환 공정에서 액상으로 존재

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In은 Fig. 6.1.3.14(C)와 같이 U과도 쉽게 반응하

여 In3U를 생성하기 때문에 속 환 공정에서 속 환체의 부분을 차지

하는 U과 합  형태로 고체상에 존재할 것으로 상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

다. 스멜  조건인 과잉 U 조건과 U의 용융  이상의 온도에서는 U과의 어

떠한 화합물도 형성하지 않으며 단일 액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 La

  La 역시 산화물 상태에서는 Fig. 6.1.3.15(A)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La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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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14 Phase diagrams of (A) In-O, (B) In-Li and (C) In-U.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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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15 Phase diagrams of (A) La-O and (B) La-O-U.

(A)

(B)

가 넓은 온도 범 에서 안정 인 상이며 다른 형태의 산화물은 생성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내에서도 이와 같은 산화물로 존재할 것이 상되고 

건식분말화 공정에서 추가 인 산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상평형도로부

터 단된다. 속 환 공정에 La는 Li 속에 해 안정 인 La2O3의 산화

물로 공 된다. 그러므로 La-Li 상평형도는 의미가 없으며 스멜  공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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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은 Fig. 6.1.3.15(B)와 같은 La-O-U의 상평형도로 단해야한다. 

La-O-U 상평형도는 넓은 범 에 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Fig. 6.1.3.15(B)의 주어진 역 정보로는 스멜  공정과 같이 고온에 은 

산소를 포함하는 계에 한 상평형을 상하기는 어려우며 단지 U이 과량이

며 O 농도가 상당히 낮은 조건이기 때문에 La과 U이 복합산화물을 형성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Mo

  Mo는 Fig. 6.1.3.16(A)의 Mo-O 계의 상평형도와 같이 MoO2, Mo4O11, 

Mo9O26, MoO3의 다양한 산화물을 나타내고 있으며 MoO2가 가장 넓은 온도 

범 에서 안정 이다. Mo9O26과 MoO3는 매우 가까운 역에 존재하며 건식

분말화 공정 조건인 550 ℃에서 두 산화물 모두 안정 이다. 따라서, 산소와

의 시간  반응 평형 등 상평형 외  요인에 따라 건식분말화 공정에

서 Mo는 MoO3 는 MoO3와 Mo9O26의 혼합물로 존재할 것이다. 속 환 

공정을 한 Mo-Li 상평형도는 Fig. 6.1.3.16(B)에 제시되었다. Mo는 용융

이 2623 ℃로 공정온도인 650 ℃에서는 액체 Li에 약간 용해되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용해도 수치를 상평형도에서 읽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용해도

는 낮다. 스멜  공정에서 Mo은 높은 용융 에 의해 Mo의 조성이 높은 

역에서는 U과 함께 용융되지 않는 것으로 Fig. 6.1.3.16(C)의 상평형도에 나

타났다. 그러나 U이 약 70 at% 이상인 조건에서는 Mo은 U과 단일액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Nb

  Nb의 산화물은 NbO, NbO2  Nb2O5가 있으며 각각의 안정 인 조건은 

Fig. 6.1.3.17(A)의 상평형도로부터 알 수 있다. 그러나 Nb2O5에 한 정확한 

역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상평형도에 선으로 도시되었다. 각 산화물들은 

비교  넓은 온도 범 에서 안정 이며 따라서 Nb의 산화수는 시스템에 존

재하는 O의 농도에 따라 결정된다. 상평형도로부터 건식분말화 공정 온도에

서는 산화에 따라 Nb 산화물들은 Nb2O5로 산화될 것으로 기 된다. Li와 

Nb는 서로에 한 용해도가 약 3000 ℃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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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16 Phase diagrams of (A) Mo-O, (B) Mo-Li, and (C) Mo-U.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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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17 Phase diagrams of (A) Nb-O, (B) Nb-Li, and (C) Nb-U.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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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17(B)) 속 환 공정에서도 액체 Li와 고체 Nb가 서로 분리된 

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속 Nb의 용융 은 2469 ℃로 Nb의 조성이 높아지면 Nb-U 계의 용융

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스멜  공정에서와 같이 U 조성이 > 90 at%인 

경우는 Nb 역시 용융되어 U과 단일 액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상평형도 Fig. 

6.1.3.17(C)는 보여주고 있다.

- Nd

  희토류 원소인 Nd는 약간의 산소에 의해서도 산화되어 산화물로 환되며 

산화물로는 NdO와 Nd2O3가 존재한다. 그러나 상평형에서는 Fig. 6.1.3.18과 

같이 Nd2O3가 900 ℃ 이하 조건에서 안정 인 유일한 산화물이기 때문에 건

식분말화 조건에서도 Nd는 Nd2O3로 생산될 것이 상된다.

- Pd

  Pd 산화물은 PdO와 PdO2가 있으나 Pd-O에 한 상평형도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 Fig. 6.1.3.19(A)과 같이 Pd는 Li와 복잡한 상평형도를 형성한다. 

다양한 화합물이 존재하며 각 화합물의 용융 은 Pd의 조성이 높아짐에 따

라 높아진다. 속 환 공정 조건인 650 ℃에서 Pd는 조성이 < 38 at%인 경

우 액체 Li에 용해되어 단일 액상으로 존재하며 조성이 높아짐에 따라 액상

은 LiPd  LiPd2와 평형을 이루고 Pd의 조성이 더욱 높아지면 LiPd2 → 

LiPd7 → Pd의 순서로 안정 인 상을 이루게 된다. Pd-U 상평형도 역시 

Fig. 6.1.3.19(B)에 보이는 것과 같이 다양한 합 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U의 용융  근처에서는 U의 용융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따라서 스멜  공정에서 Pd는 U과 단일 액상으로 존재할 것이 

상된다.

- Rb

   조성에서의 Rb-O에 한 상평형도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러나 

알카리 속인 Rb의 가장 일반 인 산화수는 1이며 이에 따라 Rb-Rb2O의 

상평형도는 Fig. 6.1.3.20(A)과 같이 작성되었다. Rb2O의 용융 은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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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18 Phase diagram of Nd-O.

Fig. 6.1.3.19 Phase diagrams of (A) Pd-Li and (B) Pd-U.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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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20 Phase diagrams of (A) Rb-O and (B) RbCl-LiCl.

(A)

(B)

450 ℃ 정도이며 210 ℃ 이상에서의 상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건식분말화 공

정에서 Rb는 최종 으로 평형상태에 도달한다면 액상 Rb2O가 될 것으로 상

평형도에서 상할 수 있다. 산화물 형태로 Rb가 속 환 반응기에 도입되

면 Rb는 LiCl과 반응하여 다른 알카리 속과 동일하게 염화물로 환된다. 

생성된 RbCl은 매질인 LiCl과 Fig. 6.1.3.20(B)와 같은 상평형을 이루며 313 

℃와 324 ℃에서 각각 공정 변이(eutectic transition)와 포정 변이(peritectic 

transition)를 일으킨다. 속 환 반응기의 공정 온도인 650 ℃에서 RbC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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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이 0.83일 때 단일 액상과 고체 RbCl의 상평형이 발생한다. 그러나 속

환 반응기의 매질인 LiCl은 RbCl에 비해 상 으로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역에 들어서지는 않게 되며 단일 액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 Rh

  Rh와 O  U과의 상평형도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반면 Fig. 

6.1.3.21(A)에 제시된 것과 같이 Rh-Li 계의 상평형도는 알려져 있으나 이 

역시 아직 액상에 한 상경계는 명확하게 나타나있지 않다. 속 환 공정 

온도에서 Rh의 조성이 약 4 at%까지는 단일 액상으로 Rh가 액체 Li에 용해

되지만 Rh의 조성이 높아짐에 따라 Li가 고체 Rh에 용해되어 LiRh  

LiRh3와 같은 합 을 형성하게 된다. Rh-U 계는 Fig. 6.1.3.21(B)에 보인 것

과 같이 다양한 합 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멜  공정 조건

인 과량의 U 조건에서는 단일 액상으로 존재하며 Rh는 속 우라늄에 용해

되어 액상으로 존재할 것으로 단된다.

- Ru

  Ru-O 계와 Ru-Li 계에 한 상평형도는 아직 작성된 것이 없다. Fig. 

6.1.3.22에는 스멜  공정에 참고할 수 있는 Ru-U 계에 한 상평형도가 제

시되었다. Ru는 용융 이 2600 ℃정도로 U에 비해 용융 이 상당히 높으며 

Ru-U 계는 U 조성에 따라 다양한 간 합 과 다양한 공정   포정 을 

지니고 있다. U의 조성이 약 66% 이상의 조건에서는 순수 U의 용융 에서 

액상으로 존재하게 되며 스멜  공정에서 Ru는 U과 함께 용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Sb

  Sb의 산화물들은 Fig. 6.1.3.23(A)의 Sb-O 상평형도에서 보인 바와 같이 

SbO, Sb2O3, SbO2  Sb2O5의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각 산화물들은 

비교  넓은 온도 범 에서 안정 이지만 Sb2O5는 525 ℃에서 분해되며 

Sb2O3는 570 ℃에서   →   상 이를 한다. 건식분말화 조건에서 Sb2O5는 

안정 이지 않으며 산화가 최 로 진행되면 SbO2의 4가 산화수를 갖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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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21 Phase diagrams of (A) Rh-Li and (B) Rh-U.

Fig. 6.1.3.22 Phase diagram of Ru-U.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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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존재할 것이 상된다. 속 Sb의 용융 은 630.76 ℃로 속 환 공정 

온도 보다 다소 낮다. 그러나 Li과 형성하는 합 은 Fig. 6.1.3.23(B)에서 보

인 것과 같이 속 Sb의 용융  보다 높은 용융  는 분해 온도를 갖고 

있다. Li는 Sb에 해 용해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튬 속의 조성이 

～4 at% < Li < ～85.5 at%에서는 Li3Sb 는 Li2Sb와 같은 고체 합 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Sb는 U과도 Sb-Li 계에서와 같이 용융 이 높은 화

합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Fig. 6.1.3.23(C)의 상평형도에 나타났다. 합  형태

는 Sb2U, Sb4U3, SbU,  Sb3U4로 상평형도로부터 상한다면 U이 부분

을 차지하는 스멜  공정에서는 온도를 U의 용융  보다 조  높게 설정해

야 Sb와의 고체 합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Sn

  Sn의 산화물은 SnO  SnO2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Sn-O의 상평형도는 아직 실험 으로 측정되어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속 Sn은 Fig. 6.1.3.24(A)에서와 같이 낮은 용융 (231.97 ℃)에 비해 Li 속

과는 액상으로 잘 섞이지 않으며 고체의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속

환 공정 온도에서 Sn의 조성에 따라 Li22Sn5, Li7Sn2, Li13Sn5  Li5Sn2이 고

체상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Fig. 6.1.3.24(B)와 같이 Sn-U의 상평형도

에서는 U의 용융  보다 높은 용융 을 갖는 Sn3U, Sn5U3,  Sn2U3가 나타

나며 Sn2U3가 가장 높은 용융 을 갖는다. U의 조성이 Sn2U3에서 U로 높아

지면 용융 은 낮아지지만 역시 순수 U의 용융  보다 높게 나타난다. 따라

서 스멜  공정에서 공정온도를 U의 용융  보다 다소 높게 설정해야만 단

일 액상의 용융 속을 얻을 수 있다.

- Sr

  속 Sr의 용융 은 777 ℃이며 산화물의 SrO  SrO2가 존재한다. 그러

나 Fig. 6.1.3.25(A)에 제시된 것과 같이 SrO가 보다 넓은 범 에서 안정 이

며 건식분말화 공정온도에서 SrO2는 분해된다. 따라서 건식분말화 공정에서 

평형상태라면 SrO2는 생성되지 않으며 Sr은 SrO로 산화될 것으로 상된다. 

SrO는 속 환 공정에서 LiCl과 반응하여 SrCl2로 환된다. 따라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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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23 Phase diagrams of (A) Sb-O, (B) Sb-Li, and (C) Sb-U.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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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24 Phase diagrams of (A) Sn-Li and (B) Sb-U.

(A)

(B)

환 반응기에서 Sr의 평형거동은 Fig. 6.1.3.25(B)와 같은 SrCl2-LiCl 상평형도

에서 알 수 있다. SrCl2-LiCl은 492 ℃에서 공정 용융(eutectic melting)을 한

다. 공정온도인 650 ℃에서 SrCl2는 약 64.3% 조성에서 상평형 선을 보이고 

있으며 속 환 공정에서 SrCl2의 조성이 이 보다 낮다면 LiCl과 단일 액상

으로 평형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 Tb

  Tb-O 상평형도는  조성 역에 해서는 아직 작성돼있지는 않다. Fig. 

6.1.3.26과 같이 제한된 조성 범 에서 Tb-O계는 Tb2O3, Tb7O12, Tb5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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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25 Phase diagrams of (A) Sr-O and (B) SrCl2-LiCl.

(A)

(B)

Tb11O20, Tb6O11,  TbO2와 같이 다양한 산화물이 나타난다. 상평형도로부

터 건식분말화 공정 온도에서 안정 인 산화물들은 Tb2O3, Tb7O12,  TbO2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조성은 건식분말화 공정에 공 되는 

산소의 양에 따라 어느 하나의 형태로 정의되는 산화물로 존재하기는 어려

울 것으로 단되며 산화물들의 혼합물로 건식분말화 장치를 나올 것으로 

상할 수 있다.

- Te

  Te는 용융 이 낮은 속으로 (M.P. = 449.57 ℃) 사용후핵연료에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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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는 것에 따라 건식분말화 공정에서의 거동이 다

소 상이 할 것으로 상된다. 사용후핵연료 내에서 속으로 존재할 경우 

Fig. 6.1.3.27의 Te-O 상평형도에서 알 수 있듯이 약간의 산소에 해서도 

산화가 발생하여 TeO2로 산화된다. 그러므로 탈피복 공정을 거쳐 공기와 

하게 된다면 Te는 산화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모든 속이 산화되지 

않을 경우 일부 잔류 속은 건식분말화 공정에서 용융될 수 있을 것으로 

상평형도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공정온도 도달 이  공기와 한다면 안

정 인 산화물로 건식분말화 반응기를 나올 것으로 상할 수 있다. TeO2는 

속 환 공정의 LiCl과 반응하여 Li2Te로 환되므로 속 환 반응에 필요

한 상평형도는 Li2Te-LiCl 계의 상평형도이다. 그러나 아직 Li2Te-LiCl에 

한 상평형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 Y

  Y는 Y-O 계에서 Y2O3의 넓은 온도 범 에서 안정 인 산화물을 나타내

고 있다. 건식분말화 공정 온도에서 낮은 산소 조성일 경우 속 Y이 존재

하는 것을 상평형도 Fig. 6.1.3.28에서 알 수 있으나 사용후핵연료에서 Y이 

속으로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Y은 건식분말화 공정

에서 도입되는 형태인 Y2O3로 존재하며 더 이상의 산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

으로 상 할 수 있다.

- Zr

  Zr-O 상평형도는 Zr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Fig. 6.1.3.29(A)와 

같이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Fig. 6.1.3.29(A)의 O 조성이 66.7%인 상평형

선은 ZrO2로 산소가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는 ZrO2-x형태의 산화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건식분말화 공정에서 Zr은 충분한 산소와 하면 ZrO2 형

태로 생산될 것으로 상되며 양론비에 해 부족한 산소와 하거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ZrO2-x 형태로 속 환 반응기에 공 될 것으

로 단된다. 속 환 반응기에서 속으로 환된 Zr은 Fig. 6.1.3.29(B)에

서와 같이 액체 Li과  섞이지 않으며 상분리를 일으킨다. 따라서 Zr은 

속 형태로 스멜  공정에 도입될 것으로 상된다. 스멜  공정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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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26 Phase diagram of Tb-O.

Fig. 6.1.3.27 Phase diagram of Te-O.

Fig. 6.1.3.28 Phase diagram of Y-O.



- 422 -

Fig. 6.1.3.29 Phase diagrams of (A) Zr-O, (B) Zr-Li, and (C) Zr-U.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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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평형도 Fig. 6.1.3.29(C)를 보면 Zr-U은 U의 용융 과 Zr의 용융  사

이에서 Zr의 조성에 따라 고-액 상평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용융 은 최

 는 최소의 값을 지니지 않고 Zr의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U이 부분을 차지하는 스멜  공정에서는 공정 온

도를 U의 용융  보다 다소 높게 설정해야 고상의 생성을 막을 수 있을 것

이다.

○ U  TRU

- Np

  Np의 산화물은 Fig. 6.1.3.30(A)의 상평형도 자료와 같이 NpO, NpO2, 

Np2O5  Np3O8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pO2를 제외하고는 

높은 온도에서 안정 이지 않으며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에서도 NpO2로 존재

할 것이 상된다. 따라서, 건식분말화 공정에서 Np는 NpO2에서 더 이상의 

산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단 할 수 있으며 속 환 반응기에 NpO2로 

공 될 것으로 상된다. Np-Li 상평형도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스

멜  공정에서의 Np-U 상평형도는 Fig. 6.1.3.30(B)와 같이 제시되었다. Np

의 용융 은 U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U과 형성하는 액상에서 최  는 최

소 용융 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스멜  공정에서 Np는 U과 단일 

액상을 형성할 것으로 상된다.

- Pu

  Pu-O의 상평형도는 오랜 시간 연구 되어 왔으며 Fig. 6.1.3.31(A)와 같이 

다소 복잡한 형태를 나타낸다. 이는 여러 산화물이 측정되었기 때문으로 최

 산화수를 갖는 PuO2는 630 ℃ 정도까지는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건식분말화 공정에서 Pu은 PuO2로 반응기를 빠져 나갈 것이 상된다. 

속 환 공정에서 Pu은 Fig. 6.1.3.31(B)와 같이 Li과  섞이지 않는다. 

속 Pu의 용융 이 공정 온도인 650 ℃ 보다 낮은 645 ℃이기 때문에 Pu이 

액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속 환된 Pu는 속 환체에서 

다량의 U과 함께 존재하게 되며 이 때 상태는 Fig. 6.1.3.31(C)의 Pu-U계 상

평형도를 보면 알 수 있다. U이 부분을 차지하는 속 환체에서 Pu은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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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30 Phase diagrams of (A) Np-O and (B) Np-U.

(A)

(B)

의 용융  이하에서는 U-Pu의 고체 합 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스멜

을 한 역에서는 Pu과 U이 단일 액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상평형도에 

나타났다.

- U

  U의 산화물은 UO2, U4O9, U3O8,  UO3가 존재하며 Fig. 6.1.3.32와 같이 

비교  높은 온도 범 에서 모두 안정 이다. 건식분말화 공정의 목 은 펠

렛 형태의 UO2를 분말 형태의 U3O8으로 산화시키는 것이지만 상평형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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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31 Phase diagrams of (A) Pu-O, (B) Pu-Li, and (C) Pu-U.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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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는 U3O8을 지나 UO3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산소의 

농도가 높은 분 기 는 산화 반응을 일으키기 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다면 U는 UO3까지 산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므로 건식분말화 

공정에서 최종 산물의 형태 악을 해서는 평형에 기 한 자료에 더하여 

반응 속도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속 환 공정에 필요한 

Li-U 상평형도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으나 U의 Li에 한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감소하여 1000, 900, 800,  700 ℃에서 각각 0.0015, 0.00087, 0.00018, 

0.000058 at%라는 자료는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속 환 공정에서 환원

된 U은 액체 Li에 매우 소량 용해되며 그 양은 미미할 것을 알 수 있다.

Fig. 6.1.3.32 Phase diagram of 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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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단 공정 모델링을 한 데이터 생산

1. 일체형 Cathode 극에서의 속  산소이온의 물질 달 특성평가

 가. 속 환 공정 Cathode 극 확산 원소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분열생성물  Cs, Sr, Ba과 같은 알카리  

알카리토 속 원소들의 산화물들은 속 환 공정의 매질인 용융 LiCl과 반

응하여 염화물로 용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분말화된 사용후핵

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이들 원소들은 속 환 반응기의 음극으로 사용되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를 통과하여 용융염 bulk상으로 확산하게 된다. 속

환 반응기에 류가 흐르는 것을 제외하면 이 과정은 불용성 고체 혼합물

에서 상 물질을 액상으로 용해시켜 제거하는 침출(leaching) 과정과 동일

하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많은 속 원소  용융염에 용해되

는 표 원소들인 Cs, Sr, Ba을 상으로 음극(cathode)에서 용융염상으로 

확산되는 물질 달 거동을 측정하 으며 확산 모델을 개발 용하 다. Cs, 

Sr,  Ba은 사용후핵연료 분열생성물이 차지하는 발열량과 방사성 독성의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들 원소의 거동은 속 환 공정에서 발생하는 원소 

분배에 의한 발열량  방사성 독성 추산에 기  자료가 된다.

  속 환 공정은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핵연료에서 산소를 제거하는 공정

으로 속원소와 분리된 산소 이온들은 음극의 분말들과 마그네시아 멤

인을 통과하여 용융 LiCl상으로 물질 달 된 뒤 최종 으로 양극에서 기체로 

제거된다. 그러므로 산소 이온은 Cs, Sr,  Ba과 같은 속 양이온과 함께 

일체형 음극에서 물질 달 되어 용융염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속 환 

공정 동안 용융염에 용해되어 존재하는 속 원소들과는 달리 산소 이온은 

양극에서 산화되어 기체로 제거된다. 속 이온들과 산소 이온의  거동의 차

이는 한 기장의 차이에서도 발생한다. 양이온인 속 이온들은 음극에서 

양극으로 기장을 거슬러 농도차이에 의해 확산되는 반면 산소 이온은 

기장에 의해 물질 달이 도움을 받게 된다.

 나. 확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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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에서 액체로 침출되는 과정을 모사하기 한 확산 모델과 식들은 

침출 공정이 요한 치를 차지하는 식품  의약품 산업을 해 발달되었

다. 확산에 의한 물질 달 이론과 식들은 Crank[6.2.1.1]에 의해 다양한 형태

와 다양한 경계조건에서 모델과 수식이 체계 으로 정리되었다. 속 환 공

정의 일체형 Cathode와 같이 기하학 인 모양이 원기둥(cylinder) 형태인 시

스템에서 반경 방향으로만 확산이 발생하여 축 방향으로는 확산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Fick의 확산식은 다음과 같다.

       


 




 
                                       (6.2.1.1)

  기 농도 가 cylinder 내부에서 일정하다는 기 조건과 cylinder 표면

에서의 물질 달이 액상으로의 물질 달과 동일하다는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t ≤ ≺   and                 (6.2.1.2)

       

 ,  at     and  ≻                   (6.2.1.3)

 식에서 Cs는 cylinder 형태의 계면에 한 내부 농도이며 Ce는 cylinder에

서 더 이상 확산이 발생하지 않는 평형 농도이다. 식(6.2.1.3)의 는 cylinder 

표면에서 bulk상으로 확산되는 물질 달 계수이다. 일반 으로 이와 같은 형

태에서 발생하는 물질 달은 Fig. 6.2.1.1과 같이 표 된다. 원주형태의 

cathode 내의 농도는 표면에서부터 감소하며 bulk의 농도 구배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bulk의 농도는 동일하게 증가한다. 실제로 표면에서 발생하는 

물질 달은 표면과 bulk의 농도차(Cs-Cbulk)에 의해 유발되지만 bulk상의 농

도 변화는 bulk의 큰 부피에 의해 cylinder 내의 농도 변화에 비해 크지 않

다. 그러므로 식(6.2.1.3)에는 변화하는 Cbulk 신 고정된 값인 Ce가 사용되었

다.



- 429 -

C

r
0 a

c0

ce
Bulk phaseCathode

t = 0

t = 0

t > 0

t > 0

t = ∞

C

r
0 a

c0

ce
Bulk phaseCathode

t = 0

t = 0

t > 0

t > 0

t = ∞

Fig. 6.2.1.1 Typical concentration profiles for cylindrical shape.

  

  반경이 a인 cylinder에서 식(6.2.1.2)와 (6.2.1.3)의 기  경계 조건을 만

족하는 식(6.2.1.1)의 해는 다음 식으로 얻어진다.

       


 



∞


  





    (6.2.1.4)

 식에서 은 다음과 같이 Bessel 함수인 J1과 J0와 연 되어 있는 식의 

해이다.

                                       (6.2.1.5)

                                                   (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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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6.2.1.4)의 형태로 식(6.2.1.1)의 해를 얻었지만 cylinder 내부의 농도는 

측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실험 으로 측정 가능한 물성은 bulk 상에서의 농

도 변화이다. 따라서 실험 데이터를 직  사용하기 해서는 식(6.2.1.4)를 측

정 가능한 물성으로 정리해야한다. Cylinder에서 bulk로 물질 달된 양은 

cylinder의 물질 달이 발생하는 표면 을 Ac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된

다.

        





 

 

                           (6.2.1.7)

 식을 정리하여 시간 t에 bulk 상으로 물질 달된 양은 무한 시간 동안 

물질 달된 양에 한 비로 다음과 같이 표 되며 측정 데이터와 직 으

로 상 계를 갖게 된다.

       ∞


 



∞





  

 


                 (6.2.1.8)

 다. 실험

    실험은 두 가지 조건으로 수행하 다. 첫 번째는 류가 인가되지 않은 

무 류 조건에서 물리화학  구동력인 농도 차이에 의해 물질 달 되는 과

정을 측정하 으며 두 번째로는 동일한 조건에서 류를 인가하여 무 류 

조건과 비교함으로서 물질 달에 한 류의 향을 평가하 다. 무 류 조

건 실험을 한 고온 용융염 반응기는 Fig. 6.2.1.2와 같이 내부 마그네시아, 

외부 알루미나의 이  도가니로 구성되었다. 외경 16 mm, 내경 10 mm, 높

이 80 mm의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는 약 25%의 공극율을 지니고 있으며 

속산화물 용기로 사용되었다. 속산화물과 마그네시아 필터로 이루어진 

일체형 cathode는 반응기 앙에 치하게 되며 원통 형태의 cathode에는 

Cs2O, SrO, BaO  Li2O 속산화물이 충 되며 상부 랜지를 통해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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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umina crucible, 2 Magnesia crucible, 3 Porous magnesia filter, 4 Ar 

gas inlet, 5 Gas outlet, 6 Alumina housing, 7 Filter holder, 8 

Thermocouple, 9 Furnace, 10 Sampling port, 11 Molten salt

Fig. 6.2.1.2 Schematic diagram of an experimental apparatus for          

             measuring diffusion of metal and oxygen ions without a    

             current.

된 열 와 압력계를 이용하여 실험 조건인 650 ℃와 상압을 유지하 다.

  산화물을 담고 있는 필터는 끝이 상부 랜지 로 뻗어 나오도록 설계된 

홀더에 속된다. 랜지  홀더의 높이를 조 하여 필터 바닥이 용융염 계

면에서 약간 떠 있게 반응기가 설치된다. 랜지에 cathode, 열 가 설치되

면 반응기가 조립되고 분말 LiCl이 내부 반응기로 투입된다. 용융염의 가열 

이 에 흡습성이 강한 LiCl을 안정 으로 유지하기 하여 반응기 내의 분

기는 불활성 Ar 기체로 치환되며 항식 가열로로부터 가열을 시작한다. 반

응기 온도가 300 ℃와 반응 온도인 650 ℃에 도달하면 반응기 내의 분 기

를 불활성 분 기로 한번 더 치환하여 LiCl에 흡착된 수분  산소를 제거하

다. 반응 온도에 도달하면 실험 조건에 맞추어 Li2O를 추가하여 LiCl-3 

wt% Li2O 용융염 분 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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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융된 LiCl의 높이와 가열로의 가열 역을 고려할 때 사용가능한 최  

산화물 분말의 양은 약 5.5 g이며 무 류 속 원소의 물질 달 거동 측정

을 해 설정된 산화물  용융염의 조성은 Table 6.2.1.1에 정리하 다. 

     Table 6.2.1.1. Initial compositions of experiments for diffusion of

                  metal ions without a current.

Id.
Filter Salt

Chemical Amount (g) Chemical Amount (g)

CS-1
U3O8 5

LiCl 125
Cs2O 0.5

CS-2
U3O8 5 LiCl 125

Cs2O 0.5 Li2O 3.87

SR-1
U3O8 5

LiCl 125
SrO 0.5

SR-2
U3O8 5 LiCl 125

SrO 0.5 Li2O 3.87

BA-1
U3O8 5

LiCl 125
BaO 0.5

BA-2
U3O8 5 LiCl 125

BaO 0.5 Li2O 3.87

MIX

U3O8 5

LiCl

Li2O

125

3.87

Cs2O 0.1

SrO 0.1

BaO 0.1

Cs2O, SrO,  BaO는 LiCl과 다음과 같이 반응하여 염화물로 환되며 반응

생성물로 Li2O가 발생하게 된다.

                                  (6.2.1.9)

                                       (6.2.1.10)

                                     (6.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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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염화물의 환  물질 달은 용융염 내의 Li2O 농도에 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Table 6.2.1.1과 같은 실험 조성은 물질 달에 한 Li2O 농도 

향을 평가하기 하여 Li2O 농도가 해환원 반응 조건인 3 wt%와 Li2O

가 없는 두 가지 경우로 정해졌으며 각 산화물이 존재하는 조건과 혼합된 

조건으로 설정되었다.

  U3O8을 제외한 모든 고순도 시료는 Sigma-Aldrich Co.(LiCl  Li2O), 

Alfa Aesar(BaO  SrO)와 Rare Metallic Co.(Cs2O)에서 -100 mesh 분말 

형태로 구입되었다. U3O8은 건식분말화 공정에서 얻어진 시료를 사용하 으

며 U3O8 여부는 Fig. 6.2.1.3과 같이 X-ray 회  분석 (XRD) 결과로 확인하

다.

  약 1 g의 시료 샘 을 매 5 시간 마다 채취하여 증류수에 용해하여 속 

이온의 용융염 내 농도는 AAS (atomic adsorption spectrophotometer)와 

ICP (induced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로 조성 변화가 분석되었

다. 한 실험 종료 후 cathode 잔류물은 회수되어 증류수로 세척하여 잔류 

용융염  용해성 물질들을 제거한 후 XRD 분석을 수행하 다.

  정 류 조건에서의 물질 달 측정을 한 실험 장치는 Fig. 6.2.1.4와 같이 

구성되었다. Fig. 6.2.1.2와 동일한 반응기에 외경 6 mm에 한쪽이 막힌 백  

양극과 각 극의  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외경 3 mm의 백  기  

극이 설치되었다. 무 류 조건 실험의 필터 홀더는 정 류 조건 실험에서는 

일체형 cathode에 류를 공 하기 한 lead conductor로 사용되었다. 이 

후 실험 과정은 무 류 실험과 동일하며 반응기가 실험 온도에 안정 으로 

도달하면 Li2O를 추가하 으며 Li2O 조성을 확인한 후 WonA-Tech Co.의 

WMPG 1000 Multichannel Potentiostat/Galvanostat 장치를 사용하여 반응기

에 류를 공 하 다. 압/ 류 거동은 WMPG 1000 Ver.3.00 소 트웨어

를 이용하여 조정되며 함께 기록되었다.

 다. 실험 결과  고찰

○ 알카리, 알카리토 속 원소들의 물질 달

    - 농도차에 의한 물질 달

      류를 공 하지 않은 조건에서의 측정된 Cs, Sr  Ba 속 이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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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1.3 XRD pattern of the air-voloxidation product U3O8.

용융 LiCl에 한 농도 변화는 식(6.2.1.8)로 계산된 결과와 함께 Fig. 6.2.1.5

에서 6.2.1.7에 나타났다. 식(6.2.1.8)에 사용된 매개변수는 실험 데이터를 회

귀 분석하여 결정되었으며 그 값들은 Table 6.2.1.2에 정리되었다. Fig. 

6.2.1.5에서 6.2.1.7에 보인 것과 같이 기 속 이온의 농도가 0이 아닌 것

은 일체형 cathode에 충 되어 있는 산화물들이 기 분말형태 LiCl의 용융 

과정을 함께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의 

속 환 공정과 동일한 실험 과정으로 실제 속 환 공정에서도 류를 반

응기에 공 하기 에 일부 속 원소들은 염의 용융 과정에서 용해되어 용

융염으로 물질 달 될 것이 상된다.

  실험 번호가 M-1과 M-2(M=CS, SR, and BA)인 것은 Li2O 농도의 향

을 비교 평가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식(6.2.1.9)에서 식(6.2.1.11)과 같이 알

카리  알카리토 속 원소들은 LiCl과 반응하여 Li2O를 반응 생성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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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1.4 Experimental setup for diffusion of metal ions under a

              constant current.

발생시키며 이는 속 원소의 물질 달에 향을 주게 된다. SrCl2와 BaCl2

의 LiCl에 한 용해도는 이성분 염화물의 상평형도[6.2.1.2]에서 값을 읽으면 

각각 66과 48 mol%로 나타난다. 한편, CsCl의 용해도는 공정 온도에 비해 

낮은 CsCl의 용융 (M.P.=646 ℃)에 의해 완  혼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화물에 한 용해도는 아직 측정된 것이 없으며 따라서, Table 

6.2.1.2에 제시된 M∞  값들은 실험 데이터를 회귀 분석하여 얻은 식(6.2.1.8)에 

기반하는 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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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1.5 Concentration changes of Cs in the molten salt for CS-1 and 

           CS-2.

  

  Fig. 6.2.1.5의 CS-1과 CS-2는 시간에 해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Cs의 물질 달이 Li2O 농도에 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Cs2O와 LiCl이 반응하여 CsCl과 Li2O를 생산하는 반응이 우세하여 기 

Li2O 농도가 Cs 확산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Sr과 Ba는 Fig. 6.2.1.6과 6.2.1.7과 같이 Li2O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물

질 달이 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able 6.2.1.2에 제시한 것과 

같이 Li2O 농도가 3 wt%인 경우 확산 계수와 물질 달 계수가 증가하 는

데 이것은 Li2O의 농도 증가에 의해 M∞가 감소하 기 때문이다. 즉, 최종 

상태의 용해도는 낮아지는 반면 용해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이

다. 따라서 SR-1과 BA-1에 비해 SR-2와 BA-2가 최종 으로 물질 달이 

빠른 반면 일체형 cathode에 잔류하는 SrO와 BaO의 양은 SR-2와 BA-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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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1.6 Concentration changes of Sr in the molten salt for SR-1 and 

           SR-2.

많게 된다.

  혼합 시스템에서의 속 이온의 물질 달 거동은 Fig. 6.2.1.8에 도시하

다. 기 속 산화물의 조성이 낮기 때문에 물질 달 거동이 CS-2, SR-2 

 BA-2보다 직선 인 거동을 보이며 반응 시간 50 hr에서도 지속 으로 

증가하는 형태는 보이고 있다. Table 6.2.1.2에서 Sr의 물질 달이 세 속 

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용융염에서의 속이온의 양은 몰 조성을 

질량 조성으로 환하면 MIX의 반응시간 51 hr 기 으로 Cs, Ba, Sr 순서로 

각각 7.1, 6.0, 5.0 μg/ml로 나타났다.  

  우라늄은 다양한 산화수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AyU1-yO2+x 형태의 알카

리  알카리토 속과 복합 산화물(uranate)[6.2.1.3]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실험에서 회수된 잔류물을 각 시스템에서 분석한 결과 복합 산화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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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1.7 Concentration changes of Ba in the molten salt for BA-1 and 

           BA-2.

검출되지 않았으나 UO2.25가 검출되었다. 이와 같은 상은 다른 연구[6.2.1.4]

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고온 용융염 분 기에서 우라늄 산화물  일부 산소

가 제거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구성성분  용

융염으로 용해되는 Cs, Sr  Ba은 우라늄 산화물과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

으며 용융염으로 물질 달됨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U3O8 산화물은 류가 

인가되지 않는 조건에서 일부 환원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 환원  측정

      해환원 공정 해석을 한 속이온들의 환원 는 이  단계 연

구[6.2.1.5]에서 측정되었으며 류에 의한 속 이온들의 물질 달 해석을 

해서는 환원  측정 결과의 이  단계 연구 결과를 한번 정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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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2.1.2. Diffusion coefficients, mass transfer coefficients, and 

                effective solubilities

Id. Metal D  (cm
2
/h) α (cm/h) M∽ (mol/cm

3
)

CS-1 Cs 0.0421 0.0526 1.5034×10-5

CS-2 Cs 0.0414 0.0517 1.4742×10-5

SR-1 Sr 0.0127 0.0158 4.4788×10-5

SR-2 Sr 0.0170 0.0212 2.8065×10-5

BA-1 Ba 0.0260 0.0325 2.6187×10
-5

BA-2 Ba 0.0320 0.0400 2.1480×10
-5

MIX

Cs 0.0053 0.0066 4.0819×10-6

Sr 0.0066 0.0083 7.0130×10-6

Ba 0.0020 0.0025 1.2343×10-5

가 있다.

  고온 용융 LiCl-L2O계에서 염화물로 환된 Cs, Sr, Ba은 용해되어 각각 

Cs+, Sr+2, Ba+2의 양이온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들 양이온은 용융염을 구성하

는 양이온인 Li+와 cathode의 환원 반응에 경쟁 으로 참여하게 된다. 환원 

반응에 한 각 속 원소들은 특성 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용해되

어 있는 양이온들의 환원 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환원 

는 속/ 속이온 짝에 하여 각각의 활동도를 1로 맞춘 조건에서 측정하지

만 해환원 공정에서 필요한 환원 는 해환원 공정 극에서의 상

인 환원 의 치이므로 U3O8 분말을 담고 있는 일체형 cathode를 상으

로 순환  주사법(cyclic voltammetry)을 사용하여 를 측정하 다.

  이온 상태의 속 환원 를 속 극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경우 순환 

 주사법의  주사 속도는 비교  빠르게 하는 반면 일체형 cathode

와 같이 산화물 극을 사용하는 경우 주사 속도를 속 극과 같이 크게 

하면 특성 곡선을 얻기 어려운 단 이 있다. 따라서 U3O8 분말이 충 되어 

있는 마그네시아 필터의 일체형 cathode에 한 정 주사 속도를 얻기 

하여 LiCl-3 wt%Li2O 650 ℃ 용융염에서 주사 속도를 변화시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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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1.8 Concentration changes of Cs, Sr, and Ba in the molten salt 

           for MIX.

험을 수행하 으며 Ba+2을 상으로 Fig. 6.2.1.9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류 

거동은 주사 속도에 의해 다르게 나타났으며 10 mV/s에서 확연히 구별되는 

환원 피크를 얻었다. 이에 따라 다른 시스템에서도 10 mV/s의 주사 속도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서 측정되는 환원 는 기  극에 한 값으

로 고온 용융염 시스템에서 산화/환원 가 안정 인 기  극을 선정하

여야 한다. 그러나 650 ℃의 고온 염화물 용융염에 합한 기  극이 개발

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양극과 동일 재질인 Pt를 기  극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기  극의 산화/환원 가 고온 용융염에 장입된 시간에 의해 

변화한다면 측정된 환원  값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10 mV/s의 동일 

주사 속도로 12시간의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순환 주사 실험을 하 다. Fig. 

6.2.1.10에 보인 것과 같이 시간에 따른 순환 주사 실험 결과는 첫 번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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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1.9 Current behavior with scanning rates for BaO in molten

             LiCl-3 wt% Li2O on an integrated cathode.

을 기 으로 12 h  24 h 후의 주사 실험에서도 동일한 치에서 산화/환

원 특성 피크들을 얻었다. 따라서 기  극인 Pt가 본 시스템에서 환원 

를 측정에 일 성 있는 값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원 의 

치가 염에 존재하는 속 이온의 농도에 의존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하여 용융염 내의 Ba 농도를 변화시켜 주사 실험을 하 다. 용융염 내의 Ba 

이온의 농도가 0.096, 0.198  0.235 wt%인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를 Fig. 

6.2.1.11에 비교하여 나타냈다. 제시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산화/환원 특성 

피크들이 주어진 역의 농도 범 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측정되었

다.

  속산화물과 우라늄 산화물로 구성된 일체형 cathode에 한 순환 주사

법 실험 결과 Fig. 6.2.1.12과 같은 압- 류 거동 그림을 얻었다. 세 시스템

은 유사한 산화/환원 특성 피크들을 보여주고 있다. 음의 방향으로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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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1.10 Current behavior of an integrated cathode with immerged 

     time in molten LiCl-3 wt% Li2O for BaO system.

하며 얻은 피크들(a1, a2, a3, b1, b2, b3, c2, c3)은 환원에 의해 발생한 것들

이며 나머지 특성 피크들은 산화에 의해 측정된 피크들이다. 속산화물과 

우라늄 산화물의 일체형 cathode에서 환원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은 용융

염에 용해되어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Cs+, Sr+2, Ba+2와 U3O8 분말의 U 그리

고 용융염 매질의 양이온인 Li+가 있다. 이들 원소들의 상 인 환원 치

를 악하기 하여 U3O8 일체형 cathode의 용융 LiCl-3 wt% Li2O 조건과 

LiCl 조건에서 주사 실험을 수행하여 각각 Fig. 6.2.1.13와 6.2.1.14의 그림을 

얻었다. Fig. 6.2.1.12의 많은 피크들  1번과 7번 피크들(a1, a7, b1, b7, c7)

은 Fig. 6.2.1.13과 6.2.1.14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반면 Fig. 6.2.1.12와 6.2.1.13

에서 측정된 2번과 5, 6번 피크들은 Fig. 6.2.1.14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

라서 1번과 7번 피크들은 U3O8의 거동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으며 2, 5, 6번 

피크들은 Li2O에서 나왔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므로 Fig. 6.2.1.12의 a3,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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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1.11 Current behavior of an integrated cathode with Ba 

                 concentration in molten LiCl-3 wt% Li2O.

c3는 각각 Cs+, Sr+2, Ba+2의 환원 반응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a4, b4, c4는 

환원된 각 속 원소들의 산화 반응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2가의 Sr+2와 

Ba
+2 이온은 두 단계의 환원이 발생할 것으로 상되나 실험 장치의 최  

류가 5 A인 계로 더 이상 높은  역으로 실험을 수행하지 못하 다. 

따라서 2가 이온의 환원이 한 단계 반응(M
+2 + 2e- = M)인지 두 단계 반응

(M+2 + e- = M+와 M+ + e- = M)인지 본 실험으로는 단하기 어렵다. 우

라늄 원소에 의해 발생한 1번과 7번 피크들은 고체상태의 산화우라늄에 존

재하는 우라늄이 고체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류가 다른 피크들에 비해 

크게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피크의 높이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은 다른 연구[6.2.1.6]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문헌[6.2.1.6]에서는 3가 

산화수로의 반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Fig. 6.2.1.12과 6.2.1.13의 2번과 5, 6번

의 피크들은 Fig. 6.2.1.14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리튬산화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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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1.12 Cyclic voltammograms of (A) Cs2O-U3O8, (B) SrO-U3O8, 

           and (C) BaO-U3O8 cathodes in molten LiCl-3 wt% Li2O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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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1.13 Cyclic voltammogram of U3O8 in molten LiCl-3 wt% Li2O 

             salt.

향을 받은 Li+ 이온의 거동으로 단된다. Li2O가 LiCl에 용해되면 Li+ 이온

의 이력은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즉, Li+이 Li2O에서 생성되었는지 LiCl에서 

생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Li2O 추가에 따른 산소이온의 공 으로 이온

의 활동도가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2번 피크들은 Li2O 추가에 의한 Li+ 이

온의 환원 로 생각되며 산화 곡선에서 발견된 5, 6번의 피크들은 각각 

Li의 산화와 생성된 Li+이온의 탈착 과정에서 발생한 곡선으로 해석될 수 있

다.

    - 정 류 조건 물질 달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용융염에 용해된 Cs
+, Sr+2, Ba+2 이온들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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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1.14 Cyclic voltammogram of U3O8 in molten LiCl salt.

이온으로 반응기에 류가 인가되면 음극으로의 움직임을 선호하게 된다. 이

와 같은 거동은 일체형 cathode로부터 Cs, Sr, Ba과 같은 용해성 양이온의 

물질 달을 해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정 류 조건에서 이들 이온들의 

물질 달 거동을 측정하여 단순 농도차에 의한 물질 달 거동과 비교할 필

요가 있다.

  Fig. 6.2.1.4의 반응기를 이용하여 Table 6.2.1.1의 CS-2와 SR-2의 기 조

성을 갖는 일체형 cathode 혼합산화물과 용융염 조건에서 일정한 류를 인

가하여 무 류 실험과 같이 용융염에서의 속 이온의 농도 변화를 측정하

다. 무 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정 류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Fig. 

6.2.1.15에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정 류 조건에서 Cs

과 Sr 모두 무 류 조건 보다 다소 낮은 농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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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1.15 Concentration changes of Cs and Sr in molten salt with 

             currents.

한 상은 속이온들이 양이온임을 감안한다면 기장에 의해 cathode 주

변에 이들 원소들이 머무르는 것 보다 농도 차에 의해 용융염으로 확산되는 

상이 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정 류 조건에서 실험 시간이 무 류 조

건 보다 짧은 이유는 일체형 cathode의 환원 상물인 U3O8의 환원 반응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최종 속 이온의 농도는 무 류 조건 보다 낮

게 된다. 그러므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해환원 반응에서도 반응 

종료후 속 원소들이 용융염으로 지속 으로 물질 달 될 것이 상된다.

  일체형 cathode에 U3O8 이외의 다른 속산화물이 존재함에 따라 해환

원 과정의 압 거동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일체형 cathode에 U3O8만을 

넣은 실험과 Table 6.2.1.1의 CS-2 조성의 일체형 cathode를 이용한 압 거

동을 비교하여 Fig. 6.2.1.16에 나타내었다. 두 실험 결과 각 극에서 압 

거동 차이를 크게 발견할 수 없었으며 속산화물의 일체형 cathode 첨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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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1.16 Potential behavior of Cs2O+U3O8 and U3O8 systems.

cathode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라늄의 환원에 련된 cathode 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Fig. 6.2.1.16의 음극 가  

-2.2～ -2.25 V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정 류 실험에서 발생하는 과 압을 

고려한다며 Fig. 6.2.1.12의 Cs
+, Sr+2, Ba+2의 환원  보다 다소 cathodic한 

값이다. 이것은 Fig. 6.2.1.15의 농도 변화와 함께 이와 같은 속 이온이 환

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 결과이며 환원 반응이 Li+의 환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산소이온의 물질 달

   속이온들과는 달리 산소이온은 양극으로 물질 달되어 기체로 제거된

다. 속이온들과 산소이온 물질 달의  다른 차이는 각 이온들의 발생 원

인에 있다. 소이온들은 속 산화물이 용융염에 용해되어 생성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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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이온은 산화 우라늄의 고체 상태에서 기 인 힘이 가해져 환원된 리

튬 속과 화학 반응이 발생해서 우라늄 원소와의 결합을 끊어야 비로써 이

온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에 의해 속이온의 물질 달과 다른 

메커니즘으로 산소이온은 물질 달되며 이에 따라 다른 형태의 실험이 필요

하게 된다.

  해환원 공정에서 산소이온의 물질 달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

다. 첫 번째는 우라늄 산화물 입자 내에서 기 으로 리튬 속과 화학 반

응으로 U-O 결합이 끊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입자 내부에서 외부로 확산되

는 내부확산(internal diffusion)이다. 이러한 확산의 기  힘을 구동력으로 

하여 발생한다. 두 번째는 입자 외부로 나온 산소이온이 일체형 cathode에 

충 되어 있는 우라늄 산화물 입자 사이를 지나 bulk 용융염 상으로 물질

달 되는 입자 외부확산(external diffusion)이다. 이와 같은 확산은 해환원 

과정에서 일체형 cathode 내부에 산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며 용융염 상에

서 기반응에 의해 산소이온의 농도가 낮아지는 농도차이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산소이온의 물질 달을 연구하기 해서는 연속 으로 발생하는  두 

확산 과정에 해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과정을 구분하

여 기  구동력과 농도 차에 의한 구동력으로 나 어 실험하 다.

    - 내부 확산계수 측정

      음극 가 환원 반응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하다면 한계 류는 다음

과 같이 표 된다[6.2.1.7].

         


 



≈


 

           (6.2.1.12)

 식에서 Il(t)는 시간에 한 류이며 A는 극 면 , DO는 U-O 고용체

(solid solution) 내의 산소의 확산계수, δO는 확산층(diffusion layer) 두께, n

은 기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자의 수이다. 식(6.2.1.12)의 F는 Faraday 상

수이며 
 는 산소의 bulk에서의 농도이며 

는 고용체에서의 산소 농도

이며 그 값은 
 에 비해 무시할 수 있다. 한 한계 류는 단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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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화되는 산소이온의 몰수로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6.2.1.13)

 식에서 
 는 U-O 고용체에서의 산소의 몰수이며 U-O 고용체가 균질

하게 분포하고 있다면 식(6.2.1.12)의 
 와는 다음의 계를 갖는다.

       
  


 

                                        (6.2.1.14)

 식에서 V는 U-O 고용체의 부피이다. 식(6.2.1.12)에서 (6.2.1.14)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이 한계 류와 확산계수와의 계식을 얻을 수 있다.

         


                                 (6.2.1.15)

식(6.2.1.15)에서 Il(0)는 한계 류의 기치이다.  식을 이용하여 시간에 

해 ln I 값을 롯하면 직선의 기울기에서 -DOA/VδO의 값을 얻을 수 있다.

  Fig. 6.2.1.2와 Fig. 6.2.1.4와 같은 속이온 물질 달 측정과 동일한 반응

기를 사용하여 일체형 cathode에 U3O8을 충 한 뒤 용융염의 Li2O 농도를 

변화시켜 정 압 조건에서의 류 거동을 측정하 다. 압은 Fig. 6.2.1.16과 

같이 정 류 실험에서 안정 인 상태 값을 나타내는 -2.2 V cathode 로 

하 으며 측정된 류를 ln I와 시간에 해 롯하여 Fig. 6.2.1.17의 결과를 

얻었다. 용융염 내 Li2O 농도 변화에 해 기 상태를 제외하고 안정 인 

역에서는 류가 동일하게 거동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Fig. 6.2.1.17에 

직선으로 롯하여 기울기로부터 DOA/VδO의 값을 정하 다. U3O8 분말을 

직경 30 μm의 완 한 구 형태로 가정하 을 때 DO/δO 값은 2.647 cm/h로 

계산되었다. 확산층이 최  구형 U3O8의 반경이라면 확산계수의 범 를 DO 

< 3.972×10-3 cm2/h와 같이 얻을 수 있다. 이 값은 산소이온의 내부확산 계



- 451 -

Time (h)

0.0 0.5 1.0 1.5 2.0 2.5

ln
 I

-3

-2

-1

0

1

2

Li2O 1.5 wt%
Li2O 2.5 wt%

Fig. 6.2.1.17 Current behavior with Li2O concentration in molten LiCl at 

            -2.2 V cathode potential.

수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 외부 확산계수 측정

      U3O8 분말 사이를 지나는 산소이온의 외부 확산은 기장에 의한 

향과 농도에 의한 향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속이온의 경우에서 보듯 

기장에 의한 구동력 보다 농도에 의한 구동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

각할 수 있으며 농도에 의한 물질 달 거동은 속산화물에서의 실험과 유

사하게 측정할 수 있다.

  해환원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Li2O가 분해되어 bulk상에서 산소이온의 

농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는 일체형 cathode 내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된 산

소가 cathode 내 축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이 지속되면서 산

소이온의 농도차가 발생하여 산소이온은 일체형 cathode에서 용융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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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1.18 Concentration changes of oxygen ion in molten salt with 

             initial Li2O fractions in an integrated cathode.

bulk로 물질 달 된다. 이러한 상황을 실험 으로 구 하기 하여 속산화

물 실험에서와 유사하게 일체형 cathode에 U3O8과 Li2O를 넣어 용융된 

LiCl-3 wt% Li2O 염에 장입시킴으로서 cathode 내와 용융염 bulk에서 Li2O

의 농도차를 유발시켰다.

  일체형 cathode 속의 Li2O 조성을 변화시켜 bulk 용액과 다양한 농도차를 

유발시켜 용융염 내에서의 측정된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는 Fig. 6.2.1.18과 

같다. 용융염 bulk 내에서 산소이온의 농도차이를 무시하 을 때 농도 변화 

거동은 속산화물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농도 변화는 식

(6.2.1.8)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각 실험에 해 확산계수와 최종 농

도를 추산 할 수 있다. 이 값들은 식(6.2.1.8)에 기반한 것으로 기 cathode 

조성에 따라 Fig. 6.2.1.19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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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1.19 Diffusion coefficient and calculated final Li2O concentration 

            in molten salt.

6.2.1.19에서 보인 것과 같이 용융염 내의 최종 Li2O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 

확산계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속이온의 경우와 동일한 상으로 농도

차가 증가하면서 최종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일체

형 cathode 내에 Li2O 기 조성이 100%인 경우 bulk 상과 최 의 농도 구

배를 이룬다면 이 때 확산계수는 1.177×10-2 cm2/h 값을 갖게 된다. 실제 

해환원 공정에서 농도 구배는 이 보다 낮게 되며 따라서 확산계수의 범 는 

D > 1.177×10
-2 cm2/h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산소이온 물질 달 

      산소이온의 물질 달을 연속 으로 발생하는 내부확산과 외부확산으

로 나 어 실험 으로 각 단계에 한 확산계수를 측정한 결과 각각의 확산

계수 범 를 얻을 수 있었으며 농도차에 의한 외부 확산계수가 기  힘에 

의한 내부 확산계수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부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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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외부확산이 연속 으로 발생하는 산소이온의 일체형 cathode에서 bulk 

용융염으로의 물질 달은 기  힘에 의해 발생하는 내부확산 과정을 율속

단계로 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소이온의 제거 측면에서 내부확산을 빠

르게 하기 해서는 기  구동력을 크게 하거나 분말 크기를 작게 하여 

확산 경로를 짧게 하는 등의 방법이 유효할 것으로 단된다.

2. 단 공정 모델링을 한 반응공학 데이터 생산

  본 연구 항목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의 주요 단  공정인 

속 환 공정을 상으로 단 공정 모델링을 한 반응공학 데이터의 주된 

항목인 산화우라늄의 환원 속도를 측정하 다. 산화우라늄은 속 환 반응

기의 일체형 cathode에서 기 으로 환원된 리튬에 의해 발생하는 화학반

응에 의해 환원된다. 그러나 반응 속도를 기  반응과 화학  반응의 연속 

반응으로 나 어 각각의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실험상 어려움이 존재

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 환원 반응에 의해 결정된 환원 반응 속도

를 측정하 다.

○ 우라늄 산화물 해환원 반응 속도 측정 실험

   반응 속도 측정을 한 실험 장치는 속이온  산소이온의 물질 달 

특성 측정 실험에 사용된 Fig. 6.2.1.4와 같은 형태의 반응기를 이용하여 수

행되었으며 반응 속도 측정 실험에서는 cathode 내 시료 채취의 편의를 

하여 다소 큰 반응기를 사용하 다. 마그네시아 필터는 외경 21 mm에 내경 

16 mm 크기의 것을 이용하 으며 10 g의 U3O8을 충 하여 LiCl-3 wt% 

Li2O 용융염에서 실험하 다. 실험은 일반 인 해환원 공정 순서로 진행하

다.

  분말 형태의 U3O8 산화물을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에 충 한 후 류 인

가를 한 conductor에 결속시킨다. 일체형 cathode는 U3O8을 담고 있는 마

그네시아 필터와 STS conductor로 구성되며 conductor는 Fig. 6.2.1.4와 같이 

랜지를 통과하여 상부에서 류 공  장치와 연결된다. 백 으로 제작된 

양극과 기  극 역시 일체형 cathode와 동일하게 랜지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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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2.1 Potential profiles with supplied charges at 0.8 A constant 

            current.

상부에서 류 공  장치와 연결된다. 랜지를 통해 삽입된 열 를 이용

하여 반응기 내부의 온도는 설정온도인 650 ℃로 유지된다. 컵 형태의 알루

미나 외부 반응기에 컵 모양의 고 도 마그네시아를 삽입한 이  반응기에 

극이 고정된 랜지를 결합시켜 반응 시스템을 조립한다. 분말형 LiCl은 

용융되었을 때 액면의 높이가 마그네시아 필터 내의 산화우라늄 분말의 높

이와 동일하게 되는 양인 220 g으로 개량되어 조립된 반응기에 상온에서 분

말 공 을 통해 투입된다. 항식 가열로를 가동시켜 반응기 내의 온도를 

차 으로 상승시키며 상온, 300 ℃  650 ℃에 도달하 을 때 반응기 내

의 기체 분 기를 불활성 Ar 분 기로 20여 번의 purge를 통해 치환한다. 

가열과정  실험과정 동안 지속 으로 Ar 가스를 10 ml/min 유량으로 공

하여 반응기 내를 불활성으로 유지하 다. 반응 온도에 도달하여 LiCl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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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용융된 후  3 wt%가 되도록 개량된 Li2O를 용융염 상에 추가하여 용융

염 조건을 맞추었다. Li2O는 공기 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

에 공 을 불활성 분 기로 치환한 후 반응기 내에 투입하 다. 약 2 시간

의 Li2O 용해시간을 기다린 뒤 quart 을 이용하여 용융염 시료를 채취하여 

증류수에 용해 후 정하여 농도를 측정하 다.

  온도와 용융염의 농도가 반응 조건이 650 ℃와 3 wt% Li2O가 확인된 후 

반응기에 류를 인가하 다. 류는 정 류 조건으로 공 하 으며 반응 진

행을 결정하기 해 U3O8 환원을 한 양론비 비 20, 40, 60, 80%와 같이 

공  하량을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 다. U3O8 환원을 한 하량은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 반응식

 

  

⇨ U3O8 1 mol 당 Li 16 mol 필요

   ․ Li 1 mol 환원을 한 하량 = 96,485 C

   ․ U3O8 1 mol 환원을 한 하량 = 16 × 96,485 = 1,543,760 C

   ․ U3O8 분자량 : 842.09

   ․ U3O8 1 g 환원을 한 하량 = 1,543,760/842.09 = 1,833.2 C/g

   ∴ U3O8 환원 하량 = 1,833.2 A․s/g-U3O8

따라서 와 같은 계산식으로 류(i)와 U3O8의 양()이 결정되면 환원을 

한 시간(  ×
)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된 시간을 기 으로 

20, 40, 60, 80%의 시간 동안 반응기에 류를 공 하여 U3O8 환원 양론비 

비 하의 양을 조 하 다. 한 반응기에 인가되는 류의 변화에 한 

향을 평가하기 하여 10 g U3O8 반응기에 류를 0.1, 0.2, 0.4  0.8 A

와 같이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과정에서는 주기 으로 용융염 시료를 채취하여 Li2O 농도 변화를 측

정하 으며 속이온  산소이온의 물질 달 실험과 동일한 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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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2.2 Weight gains of recovered uranium oxides with supplied 

             charges.

 장치를 사용하여 류를 공 하며 각 극의 압 거동을 기록 장하

다. 실험이 종료되면 불활성 분 기에서 우라늄 산화물을 냉각시킨 후 시료

를 채취하여 환율을 측정하 다. 환율은 열 량 분석기(TG)를 이용하여 

시료의 무게 증가를 측정하여 U3O8으로 부터 해환원에 의해 제거된 산소

의 양을 평가하 다. 한 X-ray 회  분석기를 사용하여 일체형 cathode에

서 회수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 다.

○ 실험 결과  논의

   실험 조건은 0.8 A 정 류를 기 으로 설정하 다. 반응시간을 조 하여 

실험에 사용된 U3O8의 속으로의 환원을 한 하량 비 20.91, 39.28, 

62.84, 79.91%의 하를 반응기에 공 하여 Fig. 6.2.2.1과 같은 양 극에서

의 압 거동을 얻었다. 그림에서 보인 것과 같이 기 압 거동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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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2.3 Current efficiencies with supplied charges.

고 동일한 거동을 보여 실험은 재 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에 다소 상이

한 거동은 각 실험에서 일체형 cathode 내 분말형 U3O8의 충 율  분말 

사이의 공극율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각 반응이 종료된 후 채취한 시

료를 열 량 분석기에 넣어 환율을 측정하 으며 그 결과 Fig. 6.2.2.2와 

같은 경향을 얻었다. 열 량 분석기에서의 무게 증가가 인가 하에 해 선

형 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열 량 분석기에서 얻은 무게가 해환원 실험

의 산화우라늄에서 제거된 산소의 양이기 때문에 인가된 하에 해 제거

된 산소의 양으로 류 효율을 계산 할 수 있다. 순수 우라늄 속이 산화에 

의해 U3O8으로 환되면 17.92%의 질량이 증가하므로 류 효율()은 다음

과 같이 무게증가율(WG), 기 시료의 완  환원을 해 필요한 하(Creq)

와 실험에 공 된 하(Csup)에 의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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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2.4 Li2O concentration changes with supplied charges.

  

       
 

 ×                           (6.2.2.1)

Fig. 6.2.2.3에  식으로 류 효율을 계산하여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모든 

실험에서 > 75%의 류 효율을 얻었으며 인가 하의 양에 해 경향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용융염 상의 Li2O 농도는 HCl을 이용한 정 방법에 의해 결정하 으며 

그 결과 Fig. 6.2.2.4와 같은 조성 변화에 한 결과를 얻었다. Fig. 6.2.2.4에

서 직선은 Faraday 법칙으로 Li2O = 2Li + 1/2O2 반응에 의한 용융염에서의 

Li2O 농도 변화를 계산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인 것과 같이 모든 실험에서 

Li2O 농도 변화는 비교  Faraday 법칙을 잘 따르고 있다. 반응기에 공 된 

하는 리튬 이온을 속으로 환원시키면 생성된 리튬 속이 우라늄 산화

물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메카니즘으로 해환원이 발생한다면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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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2.5 XRD patterns of recovered uranium oxides with supplied 

             charges: (A) 20.91, (B) 39.28, (C) 62.84, and (D) 79.91%.

(A) (B)

(C) (D)

6.2.2.4로부터 공 된 하가 Li2O를 분해시키는 기화학 반응에 소비되어 

Li 속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류 효율이 100%에 근 하

지 못하고 > 75%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생성된 Li 속과 우라늄 산화물이 

반응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실제로 모든 실험에서 얻은 시료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각 실험에서 얻은 시료의 성분은 잔류 용융염을 세척 제거한 후 XRD 분

석을 통해 단하 다. Fig. 6.2.2.5의 각 시료에 한 XRD 결과에서 우라늄 

산화물이 환원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기시료인 U3O8은 Fig. 6.2.2.5(A)와 

같이 일부 환원되어 U3O7과 U2O5고 환되며 리튬과 화합물을 형성하여 

LiUO3를 형성한다. 이후 환원이 진행되면서 Fig. 6.2.2.5(B)와 (C)에서 다양한 

우라늄 산화물이 검출되며 리튬과의 복합산화물은 Fig. 6.2.2.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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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2.6 Weight gains with currents at 20 and 40% supplied charges.

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가 약 80% 정도 공 된 Fig. 6.2.2.5(D)에서 우

라늄 속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미환원 산화물은 UO2로 분석되었다.  

    반응기에 공 하는 류에 따라 환원되는 거동을 단하기 하여 류

를 0.1, 0.2, 0.4, 0.8 A로 변화시켜 동일하게 실험을 수행하여 TG 분석을 하

으며 Fig. 6.2.2.6과 같은 무게 증가 결과를 얻었다. 류에 해 동일한 

하를 인가한 Fig. 6.2.2.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류에 해 무게 증가, 즉 

환율에서 경향성을 발견하기는 어렵게 나타났다.

○ 결론

   실험 결과에 따라 해환원 반응에서 Li2O는 Faraday 법칙에 의해 감소

하며 생성된 리튬 속은 산화우라늄과 반응하여 완  소비되지는 않으며 

일부 리튬 속이 일체형 cathode에 잔류하게 된다. 산화우라늄의 환원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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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으로 류 효율은 > 75%로 측정되었으며 류의 크기에 따라 속 

환율이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산화우라늄의 해환

원 반응속도는 인가 류에 따라 결정된다. 즉, 류를 증가시키면 산화우라

늄의 환원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한 해환원 반응에서 생성된 리튬

과 산화우라늄 사이의 반응이 반응 결정 단계로 류 효율을 높이기 해서

는 분말형 산화우라늄과 생성된 리튬 속간의 을 원활하게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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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ACP 공정 최 화 기술개발

제 1  기화학  속 환시스템 최 화 기술개발

1. 최  세라믹 산화 극 특성평가

 가. 최  세라믹 산화 극 재질 선정  기화학  특성 평가

    산소기체가 발생하는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열역학  반응공학의 

에서 안정한 세라믹을 양극 후보재료로 선정하고, 선정된 세라믹 극들을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산화물을 해환원시키는 공정에 용하여 

셀 의 안정성과 해환원 특성을 평가하 다. 선정된 세라믹 극에 한 

기화학  성능평가를 해 cyclic voltammetry를 용하여 O2와 Cl2의 

evolution 를 측정하 고, 한 각 세라믹 재질의 산화 극을 우라늄산화

물 해환원공정에 용하여 우라늄산화물의 속 환율에 한 결과를 비

교함으로 해환원 성능을 평가하 다.

  (1) 산화 극의 기화학  특성 평가

      산화 극에 합한 세라믹 재질을 선정하기 해 세라믹 재질에 한 

물리  특성인 세라믹 재질의 용융염에 한 낮은 용해도, 산소에 한 부식

항, 열  안정성, 산소이온에 한 낮은 과 압  반응성을 고려하여 

SnO2, LiFeO2, Fe3O4를 산화 극의 재질로 선정하 고, 각 산화 극 재질에 

한 기화학  특성들을 평가하 다. LiCl-3 wt% Li2O 용융염에서 각 

극 재질에 한 linear sweep voltammetry를 수행하여 산화거동을 알아보았

다. Fig. 7.1.1.1은 백   각 세라믹 산화 극 재질에 한 linear sweep 

voltammogram으로 각 산화 극에서 발생하는 O
2-  Cl-의 산화 를 비

교한 그림이다. 이때 scan rate는 0.025 mV/s이다. Fig. 7.1.1.1에서 보는 것

처럼 백   각 세라믹 산화 극에 한 O
2-  Cl-의 산화 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Table 7.1.1.1에 정리하 다. 마그네타이트(Fe3O4)의 경

우 기 도도는 백 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많이 차이가 나지만 마그네타이

트에 한 산소  염소의 산화 는 백 과 비슷한 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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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2나 LiFeO2의 경우 기 도도가 상 으로 낮아 산소  염소의 산화

가 상 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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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1.1. Linear sweep voltammograms for anode materials in 

LiCl-Li2O molten salts at 650 ℃ and 0.025 mV/s scan rate.

Table 7.1.1.1. Comparison of oxidation potential of oxygen and chloride 

evolution and electric conductivities of the anode electrodes

Pt Fe3O4 SnO2 LiFeO2

Electric Conductivity

(Ω-1cm-1)
9.43 × 104 125 28 0.05

O2 evolution potential

(V)
0.48 0.74 1.85 1.57

Cl2 evolution potential

(V)
1.57 1.78 2.23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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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화 극의 해환원 특성 평가

      각 세라믹 극들을 LiCl-3 wt% 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산화물의 

해환원 반응에 용하여 얻은 결과를 백 을 용한 해환원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각 세라믹 극들의 해환원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  기 이 

되는 백 극의 해환원 특성을 알아보면, Fig. 7.1.1.2(a)와 (b)는 해환원

반응 과 후의 백 극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해환원반응 이후 

백 극 표면에 산화피막을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 산화피막을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백 의 손실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1.1.3은 백 극을 이용하여 LiCl-3 wt% Li2O 용융염계에서 -0.8 A

의 일정 류를 인가하여 40 g의 우라늄산화물을 우라늄으로 해환원반응을 

진행시켰을 때의 chronopotentiogram을 나타낸 것이다. 이 때 cathode의 

는 -2.45 V이며 anode의 는 0.2 V이 다. 해환원반응을 마친 후 결

과물인 속 환체에 포함된 LiCl-Li2O 용융염을 제거한 후 TG 분석을 통

해 속 환체의 속 환율을 측정하 다. TG 분석 결과 속 환율이 

99%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before the electrolytic reduction  (b) after the electrolytic reduction 

Fig. 7.1.1.2. Change of Pt anode by the electrolytic reductio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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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1.3. Chronopotentiogram of the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using a Pt anode in      

               LiCl-3wt% Li2O molten salts. The applied  

               current is -0.8 A.

  마그네타이트(Fe3O4) 극에 한 우라늄산화물의 해환원의 특성을 알아

보기 해 백 극을 이용한 실험조건과 동일하게 LiCl-3 wt% Li2O 용융

염계에서 -0.8 A의 일정 류를 해 셀에 인가하여 40 g의 우라늄산화물을 

해환원시키는 chronopotentiometry를 수행하 다. Fig. 7.1.1.4는 마그네타

이트 극을 산화 극으로 용한 chronopotentiogram이다. 이 때 cathode의 

는 -2.24 V, anode의 는 0.55 V이 다. 음극 의 경우 약 -2.1 V

보다 낮게 나왔지만 산화 는 백  극에 의한 보다 0.3 V이상 높게 

나왔다. 마그네타이트 극에 의한 우라늄산화물의 속 환율은 백 극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TG 분석에 의해 속 환율을 측정하 다. 

그 결과 속 환율은 20% 이하 다. 비록 마그네타이트 산화 극의 가 

linear sweep voltammetry에 의해서는 백  극과 비슷한 를 보여주었

지만 해환원 반응에서는 0.3 V 이상 높게 나와 해환원 반응에 효과 이

지 못함을 확인하 다. 한 Fig. 7.1.1.5(a)와 (b)는 해환원반응 과 후의 

마그네타이트 산화 극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마그네타이트의 극

이 용융염 침투에 의한 부식으로 인해 산화 극으로서의 성능이 히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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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1.4. Chronopotentiogram of the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using a Fe3O4 anode in LiCl-3wt%    

            Li2O molten salts. The applied current is      

            -0.8 A.

                   

 (a) before the electrolytic reduction  (b) after the electrolytic reduction 

Fig. 7.1.1.5. Change of Fe3O4 anode by the electrolytic reduction reaction.

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환원반응이 진행될 동안 극은 어느 정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해환원반응장치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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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에 의해 마그네타이트 극이 깨어져버렸다. 이는 마그네타이트 소결체

의 기공 사이로 염이 침투하여 기계  강도가 열화되어 조그만 충격에 의해

서도 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마그네타이트 극의 경우 백

극과 비교하여 기화학  특성에서 비슷한 산화 를 나타냈지만 해

환원반응에 용했을 때의 산화 가 백 보다 0.3 V 높아 해환원의 특

성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염 침투에 의해 기계  강도가 열화

되는 단 이 있으므로 마그네타이트 극이 산화 극으로는 합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그네타이트 극의 해환원 특성  기계  강도를 강

화시키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산화주석(SnO2) 극에 한 우라늄산화물의 해환원의 특성을 알아보기 

해 이 과 동일한 실험조건으로 해환원 실험을 수행하 다. Fig. 7.1.1.6

은 산화주석 극을 산화 극으로 용한 chronopotentiogram을 나타낸다. 

이 때 cathode의 는 -1.88 V이며 anode의 는 0.56 V이 다. 마그네

타이트 산화 극의 경우처럼 백  극에 의한 보다 0.3 V이상 높게 나

왔을 뿐 아니라 cathode의 도 -1.88 V로 Li+이온이 음극에서 Li 속으

로 환원되어지는 환원 인 약 -2.1 V보다 양의 쪽에서 나왔다. 이로 

인해 속 환율은 TG 분석 결과 20% 이하로 나타났다. 백  극의 경우

와 비교해 볼 때 산화주석 극은 우라늄산화물에 한 해환원 특성이 좋

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산화주석 극은 해환원반응이 진행되

면서 마그네타이트 극처럼 염침투에 의한 부식으로 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산화주석 극의 경우 기화학  특성과 해환원 특성에서 

좋지 못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세라믹 극의 단 인 염침투에 

의한 기계  강도의 열화까지 나타내고 있다.

  LiFeO2 극의 경우 이 과 동일한 실험조건으로 우라늄산화물의 해환

원 실험을 수행하 을 때 이  산화 극들처럼 해환원 반응을 수행할 수 

없었다. -0.8 A 일정 류를 해 셀에 인가하 을 때 해셀의 cell 가 

LiCl 분해 인 3.4 V보다 더 큰 를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Fig. 7.1.1.7 

(a)는 해환원반응 의 LiFeO2 극의 상태를 나타내며 Fig. 7.1.1.7 (b)는 

LiFeO2 극을 650 ℃ LiCl-Li2O 용융염 내로 잠입시켰다가 해환원반응 

이 제 로 진행되지 않은 이후 반응기를 해체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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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1.6. Chronopotentiogram of the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using a SnO2 anode in  

                LiCl-3wt% Li2O molten salts. The applied  

                current is -0.8 A.

  LiFeO2 극의 상태가 상당히 훼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LiFeO2의 소결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어진다. 

                      

 (a) before the electrolytic reduction  (b) after the electrolytic reduction 

Fig. 7.1.1.7. Change of LiFeO2 anode by the electrolytic reductio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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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LiFeO2 극은 소결성에 한 문제 이 있고 기 도도가 다른 

극에 비해 상당히 낮으므로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산화물을 해

환원시키는 산화 극으로는 합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Table 7.1.1.2는 각 극재질의 해환원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세라믹 극 에서는 마그네타이트 극이 가

장 좋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염 침투에 의한 기계  강도의 열화가 

심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Table 7.1.1.2.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electrolytic reduction      

 according to the anode materials

Anode
Cathode 

potential (V)
Anode 

potential (V)
Conversion rate (%)

Pt -2.45 0.20 > 99

Fe3O4 -2.24 0.74 < 20

SnO2 -1.88 1.78 < 20

LiFeO2 - - -

  (3) 결론

      백 극을 체할 세라믹 산화 극으로 마그네타이트(Fe3O4), 산화주

석(SnO2)  LiFeO2 극을 선정하 고 기화학  특성  해환원 특성

을 고찰하여 백 극의 특성과 비교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 다. 세라믹 산

화 극들은 체 으로 기 도도가 백 과 비교하여 히 떨어져 산화

극으로서의 성능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그네타이트의 경우, 

linear sweep voltammetry에 의한 O2-  Cl-의 산화 에서 백  극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해환원 특성이 떨어지고 염침투에 의한 기계

 강도의 열화 특성을 보여주어 산화 극으로 합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산화주석  LiFeO2 극 한 기화학  특성  해환원 특성 그

리고 기계  강도에서 모두 좋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어 산화 극으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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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백 극을 체할 최 의 세라믹 산화

극을 개발하기 해서는 기화학  특성  해환원 특성에 우수한 성

능을 나타내는 다른 재질의 산화 극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나. 기 도도 향상방안 도출

    기 도도를 향상시키기 해 cermet 재료를 선정하고, 실험실 규모의 

해환원 속 환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형 세라믹 산화 극

을 제조하여 무기용매, 고온  LiCl-Li2O 용융염계에서의 안정성, 기화학

 성질( 기 도도 등)과 anode/cathode의 과 압  해환원 특성을 평가

하 다.   

  (1) 세라믹 산화 극의 무기용매  고온 안정성

   (가) 세라믹 산화 극의 무기용매에 한 안정성

        Glassy carbon  SnO2 시편은 48시간 동안 증류수로 채워진 20 ㎖ 

vial에 담가 놓아도 기포가  발생하지 않고, 기상태가 그 로 유지되는 

등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undoped LiFeO2 시편은 증류수

에 주입하자마자 연속 으로 소량의 기포가 발생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포 발생이 어들면서 약 20분이 경과하면은 몇 개의 기포가 시편 표면에 

형성되었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다가 4시간 이후에는 기포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량의 미세 분말이 시편에서 이탈되기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량이지만 증가하고 약 5시간 경과하면 시편 내부로 증류수가 침투되

면서 시편 표면이 물러지기 시작하 다. Undoped Fe3O4 시편도 undoped 

LiFeO2 시편과 같은 기포발생 상을 나타내나 undoped LiFeO2 시편과는 

달리 시편에서 분말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약 5시간 경과 시부터 시

편 표면이 물러지기 시작하여 지속 으로 시편 내부로 진행되었다. 이상의 

산화 극 재료의 증류수에 해 안정한 순서는 glassy carbon ≥ SnO2 > 

undoped  Fe3O4 > undoped LiFeO2로 명되었다. 

  한편, 17.5 wt% Mn-doped LiFeO2 (소결온도 925 ℃)  19.1 wt% 

Mn-doped LiFeO2 (소결온도 970 ℃)와 같은 doped 시편은 undoped LiFeO2

의 시편과 유사하게 증류수에 주입하자마자 다량의 기포를 발생시키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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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과함에 따라 기포 발생이 어들면서 몇 개의 기포가 시편 표면에 형

성되었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다가 약 25시간이 경과하면 기포 발생이 

히 어들고 48시간이 경과하면 기포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약 4시간이 

경과하면서 미량의 미세 분말이 시편에서 떨어지기 시작하 는데 19.1 wt% 

Mn-doped LiFeO2 (970 ℃)가 17.5 wt% Mn-doped LiFeO2 (925 ℃)보다 약

간 더 많았고, 시편 표면에는 기공이 분산되어 있었으며, 짙은 고동색을 띠

고 있었다. 그리고 19.1 wt% Co-doped LiFeO2 (소결온도 925 ℃)는 증류수

에 주입하자마자 Mn-doped LiFeO2보다 많은 기포가 약 1분 동안 발생한 것

을 제외하고는 Mn-doped LiFeO2와 유사한 거동을 보 다. 이상의 doped 산

화 극 재료의 증류수에 해 안정한 순서는 17.5 wt% Mn-doped LiFeO2 

(925 ℃) > 19.1 wt% Co-doped LiFeO2 (925 ℃) > 19.1 wt% Mn-doped 

LiFeO2 (970 ℃) 이었다. 끝으로 liquid process  powder process로 제조한 

Li-doped NiO(L)  Li-doped NiO(P) 시편(9.5 ㎜-O.D. x 2.8 ㎜-L)은 증류

수에 주입하자마자 소량의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포 발생이 감소하여 약 8시간이 경과하면 기포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Liquid process로 제조된 Li-doped NiO(L) 시편은 증류수 침지로 인해 표면

이 물러지나 powder process로 제조된 시편은 그 지 않았고, liquid process

로 제조된 시편이 떨어져 나온 미세 분말의 양도 많았고(무게감소가 약 

0.26% vs. 약 1.04%) 강도도 떨어졌으며 시편의 색도 더 검었다. 48시간 증

류수 침지 후 함수율은 liquid process로 제조된 시편이 약 8.31%이고, 

powder process로 제조된 시편이 5.15%로 상기 경향과 잘 일치하 다. 

  이상의 실험을 수행해본 결과 수용액에서의 안정성이 재료선정에 미치는 

향이 작은 것으로 단되어 이후에 제조된 산화 극에 해서는 이 시험

을 수행하지 않았다.

   (나) 세라믹 산화 극의 고온 안정성

      ① 고온에서 undoped 세라믹 산화 극의 안정성

         가열속도가 10 ℃/min이고, 냉각수 유량이 약 1.8 ℓ/min.인 투명

기로(Fig. 7.1.1.8 참조)에 크기가 9.3 ㎜-O.D. x 2.6 ㎜-L이고 무게가 

1.0877 g인 국제품 SnO2 시편을 650 ℃의 공기분 기에서 48시간 동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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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킨 결과 시편크기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고 무게도 1.0880 g로 고온에

서 상당히 안정하 다. 같은 투명 기로에 크기가 8.6 ㎜-O.D. x 2.0 ㎜-L이

고 무게가 0.3568 g인 undoped LiFeO2 시편을 650 ℃의 공기분 기에서 48

시간 동안 유지시킨 결과 시편크기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고 무게도 0.3562 

g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8.1 ㎜-O.D. x 1.8 ㎜-L이고 무게가 0.2614 g인 

un-doped Fe3O4(단단 제조)의 시편을 un-doped LiFeO2 시편과 같은 실험조

건에서 실험한 결과 시편크기  무게가 각각 8.1 ㎜ O.D. x 1.9 ㎜-L과 

0.2646 g로 약간 증가하 고 시편의 색도 검은색에서 붉은 갈색으로 변하여 

Fe3O4가 Fe2O3로 부 산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 바닥에 떨어

져 있는 무게와 합하여 주면 산화에 의해 증가된 무게와 략 으로 일치하

다.

      

       Fig. 7.1.1.8. Photograph of transparent high-temperature furnace.

6 ㎜ O.D. x 2.1 ㎜-L이고 무게가 0.0800 g인 Glassy carbon은 상한데로  

650 ℃, 공기분 기에서 48시간 유지시키면 완 히 산화되어 투명 기로 내

부에 확산되어 있었다. 1400 ℃에서 소결시켜 자체 제조한 외경이 10.5 ㎜인 

백색의 순수한 SnO2 rod를 2 ㎜ 두께로 단하여 상기 조건에서 실험을 수

행한 결과 표면 체가 투명 기로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물질들의 휘발 증

착으로 검게 변하 으나 내부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쉽게 부서지고 

항이 ㏁ 이상으로 높아 극으로 사용하기는 부 합하 다. 1200 ℃에서 

소결한 SnO2 시편도 1400 ℃에서 소결한 시편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부서지는 상은 없었으나 모양이 매끄럽지를 못하 다. 한, 외경이 9.2 ㎜

이고 두께가 2.1 ㎜이며 무게가 0.5796 g인 검은 색의 LiCoO2 시편은 상기 

조건의 실험에서 검은 색이 약간 바랜 짙은 회색으로 변하 을 뿐 무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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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오차범  이내(약 0.06%)에서 감소하여 비교  안정하 다.   

      ② 고온에서 doped 세라믹 산화 극의 안정성 

         엷은 고동색을 띠고 있는 17.5 wt% Mn-doped LiFeO2 (소결온도 

925 ℃) rod는 손으로 만져 부스러지지는 않았으나 힘을 조 만 가하여도 쉽

게 부러지거나 부스러졌다. 이 rod를 10 ㎜-O.D. x 2.8 ㎜-L로 잘라 무게를 

측정하니 0.6540 g이었고, 이 시편을 650 ℃, 공기분 기에서 48시간 동안 방

치 한 후 시편크기  무게를 측정하니 시편크기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지

만 무게는 0.6529 g로 소량이지만 감소하 고 표면색은 짙은 고동색이고 표

면 기공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모서리 일부가 유실되는 상이 나타났다. 

47.6wt% Mn-doped LiFeO2 (925℃)  47.6wt% Mn-doped LiFeO2 (970℃) 

rod는 표면에 세로로 crack이 있으며, 취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가 약해 

근본 으로 소결  성형부터 재검토가 필요하여 실험에서 제외하 다. 

19.1wt% Mn-doped LiFeO2 (970℃) rod도 17.5wt% Mn-doped LiFeO2 (92

5℃)와 마찬가지로 엷은 고동색을 띠고 있었으며, 손으로 만져 부스러지지는 

않았으나 약간의 힘만 주어도 쉽게 부러지고 잘라졌다. 이 rod를 사용하여 

10 ㎜-O.D. x 2.85 ㎜-L이고 무게가 0.5741 g인 시편을 제조하여 650℃, 공

기분 기에서 48시간 유지시키면 시편규격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고 무게

도 0.5743 g로 오차범  이내로 변화가 없었으나 표면 기공이 더 깊어졌다. 

19.1wt% Co-doped LiFeO2 (925℃)도 손으로 만져 부스러지지는 않았으나 

약간의 힘만 주어도 쉽게 부러지고 잘라졌다. 이 rod로 10.1 ㎜-O.D. x 2.9 

㎜-L이고 무게가 0.6534 g인 시편을 제조하여 650℃, 공기분 기에서 48시간 

유지시키면 시편크기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지만 무게는 0.6540 g로 미량이

지만 증가하 으나 유실 흔 은 없었다. 상기 rod의 기 고동색은 19.1wt% 

Mn-doped LiFeO2 (970℃) < 19.1wt% Co-doped LiFeO2 (925℃) ≤ 

17.5wt% Mn-doped LiFeO2 (925℃) 순으로 짙었고, 강도는 47.6wt% 

Mn-doped LiFeO2 (970℃) ≒ 47.6wt% Mn-doped LiFeO2 (925℃) <<< 

19.1wt% Mn-doped LiFeO2 (970℃) << 19.1wt% Co-doped LiFeO2 (925℃) 

≤ 17.5wt% Mn-doped LiFeO2 (925℃) 순으로 증가하 다.

  Liquid process로 제조한 Li-doped NiO(L) rod를 9.5 ㎜-O.D. x 2.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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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하여 650℃  공기분 기에서 48시간 동안 안정성 실험을 수행한 

결과 크기  무게는 오차범 이내의 변화를 보 고, 색은 검은색이 약간 바

랬으며. 제조공정에서 생긴 균열이 많고 무 무르며 쉽게 부러져서 실험을 

더 이상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Power process로 제조한 Li-doped NiO(P) 

rod를 9.5 ㎜-O.D. x 2.7 ㎜-L로 단하여 liquid process로 제조한 시편실험

과 같은 조건에서 안정성 실험을 수행한 결과 크기는 오차범 이내의 변화

를 보 으나 무게는 약 0.29% 증가하 고, 색도 검은색에서 짙은 회색으로 

바 었다. 그러나 이 rod도 제조공정에서 생긴 균열이 많고 쉽게 부러졌으나 

liquid process로 제조한 rod처럼 무르지는 않았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LiOH 신 Li2CO3으로 바꾸어 제조한 Li-doped NiO(II)는 에 제조한 

것에 비해 조 하 고, 상기와 같은 실험에서 시편의 무게  크기 변화가 

거의 없었다. MoSi2 rod에 SiO2를 착시켜 제조한 SiO2-coated MoSi2 형 

극을 단하여 외경이 11.6 ㎜이고 두께가 2 ㎜인 시편을 제조하여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외부는 회색이 엷어지고 내부는 회색 

속이 산화되어 검은색으로 변화하 다. 그리고 일부의 MoSi2 속이 용융되

어 시편 지지체인 구리와 붙어 분리가 잘 되지 않았다. Sb-doped SnO2 rod

를 8.6 ㎜-O.D. x 2.0 ㎜-L로 잘라 무게를 측정하니 0.7913 g이었고, 이 시편

을 650℃, 공기분 기에서 48시간 동안 방치 한 후 시편 크기  무게를 측

정하니 시편 크기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지만 무게는 0.7929 g로 미세하게 증

가(약 0.2%)하 으나 Sb의 산화에 기인 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 다. 8.4

㎜-O.D. x 1.9 ㎜-L, 0.7721 g인 In-doped SnO2 시편으로 Sb-doped SnO2와 

같은 실험을 수행하 으나 시편크기  무게의 변화가 찰되지 않았다.

  (2)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세라믹 산화 극의 안정성

   (가) LiCl-Li2O의 용융 특성

        내부 찰이 가능하도록 석 으로 제작한 시험 에 LiCl 10.935 g와 

Li2O 0.339 g(3 wt.%)를 넣어 석  받침  에 올려놓고 투명 기로에 주

입한 후 가열하니 투명 기로의 설정온도가 LiCl 용융온도인 614℃에 도달하

여도 녹은 흔 이 찰되지 않았으나 4분을 더 가열하여 650℃가 되고 이온

도를 약 2분 동안 유지시키니 시료의 온도가 용융온도에 도달하여 용융염이 



- 476 -

완 히 용융되어 투명한 액체로 변화하 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험 의 용융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내부 찰이 어려워 5시간이 경과한 후 

투명 기로를 끄고 상온까지 냉각시킨 후 시험 을 인출하니 Fig. 7.1.1.9와 

같이 시험  상부 약 3 ㎜을 제외하고는 모두 용융염으로 채워져 있었으나 

냉각 시 온도 구배에 의해 시험  벽면보다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일부의 유출된 용융염에 의해 시험  바닥과 받침  일부가 용융되

어 붙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체로 양호하 다.

                 

Fig. 7.1.1.9. Photograph of molten LiCl-3 wt% Li2O salts.

   (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glassy carbon rod의 안정성

        LiCl 10.935 g와 Li2O 0.339 g를 glove box에서 계량하여 석 으로 

제작한 시험 에 장입한 후 용융염에 시편이 잠길 수 있도록 glassy carbon 

rod를 6 ㎜-O.D. x 10.5 ㎜-L로 단하여 염속에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 온

도 제어가 가능한 투명 기로에 넣어 650 ℃, 공기분 기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시작 후 3시간이 경과할 때 까지는 투명 기로의 로심  내부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지만, 약 4시간이 경과하니 투명 기로에서 열선이 없

는 로심  양쪽 끝의 약 1/3 상부에 시험 에서 유출된 물질이 보이기 시작

하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 으며, 6시간 경과 시에는 약 1/2

정도가 덮여 있었다. 석  시험 의 용융을 고려하여 8시간이 경과한 후 실

험을 종료하고 상온까지 냉각시킨 후 시편을 인출하니 석  시험  덮개  

바닥 부분에서 염이 흘러나와 석  받침  바닥에 굳어 있어 석  시험  

뚜껑이 열리지 않고, 시험  몸체도 받침  바닥에 완 히 착되어 분리되

지 않았다. 그래서 석 을 깨뜨리니 염의 출  증발로 인해 gla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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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의 약 1/3이 염 밖에 노출되어 있고, 분리하니 염이 묻어 있을 뿐 변

화는 찰되지 않았다.

   (다)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순수한 SnO2 rod의 안정성

        1200℃에서 소결하여 제조한 외경이 10.4 ㎜인 백색의 순수한 SnO2 

rod를 9 ㎜ 두께로 단하여 SUS 시험 에 넣고 상기 조건에서 실험을 수

행한 결과 염 유출 상은  실험과 유사하고 실험 종료 후 염은 흰색이 

검은 회색으로 변하 고 시편도 표면에서 1～2 ㎜까지는 회색으로 변색되었

으나 그 안쪽으로는 흰색에 가까운 회색을 유지하고 있었다. 1400℃에서 소

결한 미색의 SnO2 시편도 1200℃에서 소결한 시편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

었으나 실험 종료 후 염 표면색은 검은 회색, 내부는 흰색에 가까운 회색으

로 1200℃ 제조 시편과 유사하나 내부 염은 더 기 색에 가까웠다. 시편은 

염 함침 상  미량의 유실이 나타났고 공기 에 약 5분 정도 노출시키

면 염 출 상이 찰되었다. 시편의 표면 항이 ㏁이상에서 약 471 ㏀으

로 격히 감소하 는데 이는 용융염  시편의 색이 변한 것으로 보아 

SUS 부식 생성물의 용해  흡착에 기인하여 나타난 상으로 사료된다.

   (라) LiCl-Li2O 용융염계에서 LiCoO2 rod의 안정성

        SUS로 제작한 시험 에 LiCl 12.1344 g, Li2O 0.3753 g(3 wt%)와 

외경이 9.2 ㎜이고 길이가 11.2 ㎜이며 무게가 3.1436 g인 LiCoO2 시편과 함

께 장입한 후 뚜껑을 덮고 온도 제어가 가능한 투명 기로로 넣어 650 ℃, 

공기분 기에서 48시간 동안 유지한 후 공 용융염에서의 안정성을 조사하

다. 실험시작 후 약 6시간이 경과하면 투명 기로에서 열선이 없는 로심 의 

왼쪽에 비가 약 30 ㎜이고 길이가 약 40 ㎜인 검은 회색의 착물이 형성

되었고, 한 시편이 장입된 로심  상부에도 증기가 착되어 있었으며, 이

와 같은 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짙어지고 넓어져 48시간이 경과하

을 때에는 열선이 없는 오른 쪽 부분의 앙 일부만 제외하고는 유출된 

물질로 덮여 있었으며, 열선이 없는 왼쪽 부분은 오른 쪽 부분과 유사하나 

약간 덜하 다. 상온까지 냉각시킨 후 시편을 인출하니 받침 와 시료 은 

출된 염이 굳어져 쉽게 분리되지 않았고 SUS 시험 의  외부 표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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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으로 코 되어 있었다. 뚜껑을 여니 시편은 부분 노출되어 있고 

부분의 염은 유출되어 시험  벽면  바닥에 약 2 ㎜ 두께로 염이 남아있

었는데 벽면의 염은 부식생성물에 의해 검은색이었으나 내부는 흰색을 유지

하고 있었다. 염을 제거한 시편은 검은 색이고 표면에서 검은 색이 묻어 나

왔으며 염 함침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용융염에 시편의 

일부가 용해된 것으로 사료된다. 증류수로 세척 후 97 ℃에서 30분 건조시키

면 시편 표면이 함침 염 출로 흰색의 반 이 보 으나 몇 분이 경과하면 

공기 의 수분의 향으로 흰색은 없어지면서 검은 색으로 변하 다. 97 ℃

에서 24시간동안 2차 건조시키니 시편 표면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함침 염에 

의해 흰색으로 변화하 으며, 시편을 단하니 외부에서 약 48%까지 염이 

침투해 있었다. 염이 침투했던 부분을 제거하니 외경은 9.2 ㎜에서 약 4.8 ㎜

로 축소되고 길이도 11.2 ㎜에서 약 7.7 ㎜로 감소하 다.

   (마) LiCl-Li2O 용융염계에서 doped LiFeO2 rod의 안정성

        LiCl 12.1344 g과 Li2O 0.3753 g을 SUS로 제작한 각각의 시험 에 

각 시편과 함께 장입한 후 뚜껑을 덮고 온도 제어가 가능한 투명 기로에 

넣어 650℃, 공기분 기에서 48시간 유지한 다음 개개의 시편에 한 공 용

융염에서의 안정성을 조사하 다. 각 시편은 용융염에 시편이 잠길 수 있도

록 17.5wt% Mn-doped LiFeO2 (925℃), 19.1wt% Mn-doped LiFeO2 (970℃), 

19.1wt% Co-doped LiFeO2 (925℃) rod를 각각 10 ㎜-O.D. x 10.3 ㎜-L, 10 

㎜-O.D. x 10.4 ㎜-L, 10.1 ㎜-O.D. x 10.5 ㎜-L로 단하여 사용하 는데 

이때 시편의 무게는 각각 2.5156 g, 2.1828 g, 2.2816 g이었다.  

  실험시작 후 3시간이 경과하면 투명 기로에서 열선이 없는 로심  양쪽 

방향에서 로 앙방향으로 로심  상부에 짙은 고동색의 착물이 형성되고, 

한 시편이 장입된 로심  상부에도 증기가 착되었으며, 이와 같은 상

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짙어지고 넓어져 48시간이 경과하 을 때에는 

열선이 없는 오른 쪽 부분은 로에서 바깥 방향으로 로심  상부에 짙은 고

동색  검은 색 이 약 6 ㎝ 나있고, 상부는 노란색을 띠며 하부는 우유 

빛이고 로 앙 약 5 ㎜ 만이 희미하게 내부가 보 으며, 열선이 없는 왼쪽 

부분은 로에서 바깥 방향으로 로심  상부에 짙은 고동색으로 약 3 ㎜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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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 이 로쪽에서 나오다가 약 4 ㎝에서 합쳐져 약 2 ㎝ 더 진행되었다. 그

리고 상부는 노란색을 띄며 로심 의 약 1/2는 착 물로 코 되었고, 하부 

바닥을 제외하고는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시료가 장입되어 있는 로심

의 상부는 불투명하고 기타 부 의 상부는 흐리게 유출물이 착되어 뿌

고, 로심 의 약 1/2 하부에서 바닥 부분은 내부 시료 이 아주 희미하게 보

일 정도로 반투명하 다. 상온까지 냉각시킨 후 시편 세트를 인출하니 받침

와 시료 은 출된 염이 굳어져 쉽게 분리되지 않았고 SUS 시험 의  

외부 표면이 검은색으로 코 되어 있었으며 시편인출과정에서 로심  내벽

에 부착되어 있는 착물이 떨어져 나왔다. 17.5 wt% Mn-doped LiFeO2 

(925 ℃) 시편은 시료 의 용융염내에 완 히 잠기어 있었고 용융염 색은 회

색이었다. 용융염의 일부를 제거하니 검은 색의 시편이 용융염에 견고하게 

부착된 모습이 보 으나 더 이상 용융염을 제거하기가 어려워 물  hot 

plate로 용융염을 녹여 시편을 회수하 다. 회수된 시편의 외부 표면은 검은 

색 이었으나 내부는 고유의 짙은 고동색을 유지하고 있었다. 19.1 wt% 

Co-doped LiFeO2 (925 ℃) 시편은 시험 의 용융염이 부분 증발하고 남아

있지 않아 시편의 3/4가 용융염 밖에 노출되어 있었고 용융염 색은 역시 회

색이었다. SUS 시험 에 외부의 힘을 가하여 시편을 분리하니 시편의 표면

은 완 히 검은 색이었으며, 내부는 극히 일부만이 짙은 고동색이었고 부

분은 검은 색이었다. 시편은 공기 에 노출되자마자 함침 되어 있던 용융염

이 공기 의 수분과 반응하여 녹아나오고 내부의 짙은 고동색도 녹아나온 

용융염과 하면서 검은 색으로 변화하 다.

   (바) LiCl-Li2O 용융염계에서 Li-doped NiO rod의 안정성

        Liquid process  powder process로 제조한 Li-doped NiO(L)과 

Li-doped NiO(P) rod를 각각 9.5 ㎜-O.D. x 10.4 ㎜-L과 9.5 ㎜-O.D. x 10.1 

㎜-L로 단하여 각각의 SUS 시험 에 넣어 투명 기로에서 술한 실험조

건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시작 후 약 3시간 20분이 경과하면서 투명 기로의 열선이 없는 로

심  양쪽 상부에 고동색 착물의 이 보이기 시작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착물의 양이 서서히 증가하여 24시간이 경과하면 양끝 로심 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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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검은 회색으로 덮이게 되며 48시간이 경과하 을 때에는 열선이 없

는 오른 쪽 부분(냉각 부분)의 상부는 짙은 고동색 무늬가 있으나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갈수록 검은색이 엷어지면서 런 우유 빛을 띠면서 로심

의 약 3/4를 덮고 있었다. 한편 왼 쪽의 로쪽 상부는 고동색이 흩뜨려진 무

늬가 있고 엷은 검은 우유 빛이 로심 의 약 3/4를 덮고 있으나 우측에 비해 

엷었다. 상온까지 냉각시킨 후 받침 와 함께 시험 을 인출하니 받침 와 

시험 은 출된 염이 굳어져 분리가 쉽지 않았고 SUS 시험 의 외부 표면 

체가 검은색으로 코 되어 있었으며 시편인출과정에서 로심  내벽에 부

착되어 있는 착물이 떨어져 나왔다. Liquid process로 제조한 시료가 담겨

있는 시험  뚜껑을 여니 시험  벽면은 약 16 ㎜, 앙은 약 6 ㎜가 염으로 

채워져 있으며, SUS 시험  내부 벽면이 시편  SUS 부식생성물의 향으

로 짙은 고동색으로 둘러싸여있고 앙부분은 흰색이었으며 가운데는 움푹 

들어가 있었다. 즉 외벽에서 앙으로 갈수록 흰색이었으며 앙부분의 염은 

냉각 시 열 충격에 의해 균열이 가 있었다. 그리고 Li-doped NiO(L) 시편은 

완 히 잠겨 있었다. 이를 증류수로 외부 염을 녹이고 97 ℃에서 30분 건조

하니 함침된 염으로 인해 시편 외부가 하얗게 변하면서 마치 진흙같이 물러

져 기 형태가 유지되지 않았다. 그리고 powder process로 제조한 시편의 

시험  내부 염 상태는 liquid process로 제조한 시편과 달리 시험  벽면에

서 내부에 이르기까지 고동색이 없고 염 고유의 색을 유지하고 있어 깨끗하

으며, 시편은 단단하고 외형 상태는 좋았으나 97 ℃에서 30분 건조한 상태

의 모습은 유사하 다. 이를 개선하기 해 LiOH 신 Li2CO3로 바꾸어 제

조한 Li-doped NiO(II) 시편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사) LiCl-Li2O 용융염계에서 SiO2-coated MoSi2 rod의 안정성

        SiO2-coated MoSi2 을 단하여 외경이 11.5 ㎜이고 두께가 10.4 

㎜이며 무게가 5.7981 g인 시편을 제조하여 LiCl 12.1344 g과 Li2O 0.3753 g

과 함께 SUS 시험 에 넣고 투명 기로에서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실험과 유사하게 염이 유출되어 로심  내부에 증착되었다. 

실험 후 시편의 표면은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으로 변하 고 일부의 SiO2가 

염에 용융되었으며, SUS 내부의 염은 엷은 회색이었다. 이 시편이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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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출되면 함침된 염과 수분이 반응하여 반응생성물이 흘러내렸으며 97℃

에서 30분 건조 시에는 표면이 회색 얼룩으로 변하 을 뿐 다른 변화는 감

지되지 않았으나 10시간이 경과하니 미량의 염이 유출되어 표면에 붙어 있

고 부분 으로 산화되어 부풀어 올라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다.

   (아) LiCl-Li2O 용융염계에서 doped SnO2 rod의 안정성

        Sb-doped SnO2 rod를 8.5 ㎜-O.D. x 10.1 ㎜-L로 단하여 염과 함

께 염 출 차단 용 SUS 받침 로 보호되는 SUS 시험 에 넣고 Muffle 

Furnace에서  실험과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Muffle Furnace는 투명 기로에 비해 폐성이 떨어지고 부식속도가 빨라 

SUS 받침 의 부식이 심하 고, SUS 시험  외벽이 부식으로 인해 구멍이 

뚫려 많은 염이 출되어 로 내부에 분산되었다. 시편 구성성분의 일부가 용

융염에 용해되어 실험 후 시편의 무게는 3.8832 g에서 3.7347 g로 약 3.8% 

감소하 다. 97 ℃에서 30분간 건조시킨 시편 표면에서 용융 상태가 찰되

었고 염이 침투한 표피는 쉽게 부스러져 나왔다. 97 ℃에서 24시간 건조한 

시편은 함침된 염의 출 때문에 표면의 부분이 흰색이었으나 내부는 검

은 색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In-doped SnO2 rod를 8.4 ㎜-O.D. x 10.3 

㎜-L로 단하여 염과 함께 염 출 차단 용 SUS 받침 에 올려있는 Ni 시

험 에 넣고 Muffle Furnace에서 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 다. SUS 시험

의 부식이 심해 Ni 시험 으로 교체하 는데 실험 후 확인하니 Ni 시험

도 부식이 심하게 나타났다. 실험경향은 시편의 무게가 측정오차범 이내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Sb-doped SnO2와 유사하여 기술하지 않았다.

  (3) 기 도도가 향상된 세라믹 산화 극의 기화학  특성 

      고온  LiCl-Li2O 공용융염계에서의 안정성이 상 으로 우수하고 

물리/화학  성질 특히, 기 도도가 향상된 세라믹 산화 극을 선정하여 

기화학  특성을 평가하 다[7.1.1.1-2]. 

   (가) LiCoO2 형 극의 기화학  특성 

        외경이 7.4 ㎜～8.1 ㎜이고, 길이가 77.2 ㎜～78.6 ㎜이며, 무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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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25 g～18.0848 g인 3개의 LiCoO2 형 극은 상온에서의 항이 33.4 

㏀～125.1 ㏀으로 일정하지가 않았다. 이 LiCoO2 형 극을 양극으로 사용

하고, SUS 을 음극으로 사용하여 40 g의 U3O8을 우라늄 속으로 환원하

는 실험을 수행하 다. 이때 주입된 LiCl 양은 500 g이고 Li2O 양은 15.73 g

(약 3.05 wt.%)이었으며, Ar 분 기를 유지하기 하여 Ar purge를 가열 , 

그리고 300 ℃  650 ℃에서 각각 20회씩 실시하 고 실험 에도 계속하

여 10 ℓ/min.의 유량으로 Ar 가스를 흘러 보냈다. 온도조 은 상온에서 300 

℃까지 1시간에 가열하고 300 ℃에서 20분 유지 후 다시 1시간에 620 ℃까

지 가열한 다음 이온도에서 20분 유지 후 다시 20분에 650 ℃까지 가열하고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이온도가 유지되도록 하 다. 가열 후 약 4시간이 경

과하 을 때 LiCl이 완  용융된 것을 확인하고 Li2O를 주입하여 완  용해

시킨 후 Li2O 농도를 측정하니 주입농도보다 작은 2.93 wt.%이었다. 극 선

을 연결하고 - 800 mA 류를 공 하니 cell 압이 무 높아 공 류를 

- 200 mA로 낮추어 다시 시작하 다. Fig. 7.1.1.1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양극 압은 기에 5.02 V이었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격히 감소하여 

약 28시간이 경과하면 2.03 V이었고 이후로 감소율이 둔화되어 40시간이 경

과하 을 때에는 최  1.88 V를 나타낸 후 72시간까지 약 2 V내외로 큰 변

동이 없었다. 그리고 음극 압은 양극 압과 같은 경향으로 기에 0.04 V

이었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negative 해져 약 28시간이 경과 시에는 약 

-1.31 V이었고 40시간이 경과하여도 -1.37 V로 큰 변화 없이 지속되다가 종

료시 에서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Li2O 농도는 Fig. 

7.1.1.11과 같이 2.93 wt.%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여 16

시간 경과 시에는 2.64 wt.%, 24시간 후에는 2.42 wt.%이었으나 이 이후에는 

미미하게 감소하여 72시간이 경과하여도 2.31 wt.%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용융염의 색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엷은 회색, 짙은 회색, 엷은 회색으로 

변하다가 29시간 경과되었을 때부터는 흰색으로 변화가 없었다. 해체 후 양

극을 확인해보니 일부가 용해되어 용융염에 잠긴 부분의 외경 감소율이 약 

4.05%～7.41%이었다. 반응생성물을 회수하여 분석을 해보니 U3O8이 UO2로 

환원되었으나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LiCoO2 형 극의 불

안정으로 더 이상의 실험은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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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1.10. Chronopotentiogram of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with    

              LiCoO2 anode at -0.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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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i-doped NiO 형 극의 기화학  특성 

        외경이 7.5 ㎜～7.6 ㎜이고, 길이가 76.3 ㎜～78.2 ㎜이며, 무게가 

20.7299 g～21.2478 g인 3개의 Li-doped NiO 형 극은 상온에서의 항

이 6.65 ㏀～7.50 ㏀이었다. 이 Li-doped NiO 형 극을 양극으로 사용하

고, SUS 을 음극으로 사용하여 40 g U3O8을 우라늄 속으로 환원하는 실

험을 수행하 다. 이 실험에서 주입한 LiCl 양, Li2O 양, 가열방법  실험수

행 차 등은 앞에서 기술한 LiCoO2 형 극실험 차와 동일하게 수행하

다. 그 결과 Li2O 농도는 주입농도보다 약간 높은 약 3.12 wt.%이었고, 기 

양극 압은 1.23 V, 음극 압은 -0.87 V 그리고 cell 압은 -2.1 V를 나타

내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Fig. 7.1.1.1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양극 

압은 격히 감소하여 약 2시간 25분이 경과하면은 0.416 V가 되었다가 

이후 약 1시간 30분 동안은 변화가 작아 졌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고, 

약 6시간 경과 시부터는 압이 0.5 V～1.0 V 사이에서 심하게 변화하면서 

변화 폭이 커졌다. 그리고 음극 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negative 

해져 약 2시간 25분이 경과하면 -1.895 V가 되었다가 이후 약 1시간 30분 

동안은 변화가 작았으며, 그 이후에는 positive 방향으로 진행되어 약 6시간 

경과 시부터 종료 시까지 압이 -0.733 V～-1.024 V 사이에서 변화하 다. 

한 Li2O 농도는 Fig. 7.1.1.13과 같이 약 3.12wt.%로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감소하여 3시간 경과 시에는 2.75wt.%이었다가 이 후에는 감소율

이 둔화되어 6시간 경과 시에는 2.71wt.%, 18시간 후에는 2.53wt.%이었고, 

용융염의 색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회색, 갈색, 회색  흰색으로 변하다

가 흰색을 유지하 다. 그리고 해체해 보니 마그네시아 필터는 정상 으로 

붙어 있었고 용융염이 잠긴 부분과 잠기지 않은 부분의 경계면이 형성되었

으며, 용융염에 잠긴 양극은 약 0.2 ㎜정도 외경이 감소하 고 3개  1개는 

용융염에 잠긴 부분 에서 약 12.8 ㎜가 잘려나가 단 부분이 염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마그네시아 필터의 내부를 살펴보니 상부표면은 갈색이고 상

부 양쪽은 약간 회색이며 하부는 검은색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양극의 색은 

아르곤 가스에 노출된 부분은 록색 피막이 덮여있었으며 부분 으로 뭉쳐

있는 부분이 있었고, 잠긴 부분은 일부가 껍질이 벗겨져 매끄럽지가 않았다. 

반응생성물을 회수하여 분석을 해보니 U3O8이 Li4UO5  U3O7로 환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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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1.1.12. Chronopotentiogram of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with Li-doped NiO anode at -0.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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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1.13. Variation of Li2O concentrations according to electrolytic     

              reduction time of U3O8 with Li-doped NiO anode at -0.8A. 

나 우라늄 속으로 환원시키지는 못하 는데 이는 양극에 용융염이 함침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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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물러지고 떨어져나가는 상의 반복으로 양극 의 변화가 심하여 

극으로의 성능이 유지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었다.

   (다) Sb-doped SnO2 형 극의 기화학  특성 

        외경이 8.30 ㎜～8.35 ㎜이고, 길이가 64.1 ㎜～65.4 ㎜이며, 무게가 

24.5435 g～25.1273 g인 Sb-doped SnO2 형 극 3개의 상온에서 측정한 

항은 486 Ω～545 Ω으로 상당히 양호하 다. 이 3개의 Sb-doped SnO2 

형 극  SUS 을 각각 양극  음극 극으로 사용하여 40 g의 U3O8을 

우라늄 속으로 환원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LiCl 양, 

Li2O 양, 가열방법  실험수행 차 등은 앞에서 기술한 LiCoO2 형 극실

험과 동일하게 수행하 다. 그 결과 Li2O 농도는 계산 값과 비슷한 3.09 

wt.%이었고, 극 선을 연결하고 - 800 mA 류를 공 하니 Fig. 7.1.1.14에

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양극 압은 약 1.134 V에서 시작하여 약 50 가 경

과하면 약 0.4 V로 격히 떨어진 후 변동이 없다가 약 6시간이 경과하면은 

다시 약 0.3 V로 떨어졌다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약 21시간 30분이 

경과하 을 때는 약 0.374 V이었으며, 이 이후에도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체 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여 종료시간인 72시간 경과 시에는 약 0.471 V

이었다. 그리고 음극 압은 약 -0.354 V에서 시작하여 약 50 에는 -1.84 

V로 격히 변화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negative 해져 1시간이 경

과하 을 때에는 약 -1.93 V이고 약 6시간이 경과 시에는 약 -2.061 V가 되

었다가 21시간 30분이 경과하 을 때에는 -2.10 V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미미하게 변화하여 종료시간인 72시간 경과 시에도 약 -2.220 V가 

유지 되었다. 한 3.09 wt.%로 시작한 Li2O 농도는 Fig. 7.1.1.15와 같이 6시

간 경과 시에는 2.985 wt.%, 24시간 후에는 2.645 wt.% 그리고 72시간 후에

는 1.945 wt.%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선형 으로 감소하 고, 용융염의 색

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엷은 회색, 회색, 엷은 갈색, 갈색, 회색, 엷은 회색, 

흰색으로 변하다가 약 66시간 경과 시부터는 흰색으로 변화가 없었다. 해체 

후 양극을 확인해보니 용융염에 잠긴 부분의 일부가 용해되어 하단 부는 외

경 감소율이 약 20.1%～22.1%이었고 상단 부는 외경 감소율이 약 10.9%～

12.9%로 하단부가 더 많이 용해되었는데 이는 하부의 염 침투가 외경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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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인데 비해 상부는 외경의 약 30%로 낮게 나타나 유실이 상 으로 

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양극은 용융염에 잠긴 부분이 청회색인데 비해 그 이

외 부분은 검은색에서 짙은 검은 회색을 띠고 있었으며 이 양극을 건조시키

니 함침 되었던 염이 출되어 표면이 흰색으로 변화하 다. 그리고 SUS 도

가니의 상단에 쌓인 용융염이 노란색을 띠고 있었고, 용융염에 잠긴 열  

 보조 극에는 속 부착물이 있었는데 끝 부분이 더 많았다. 마그네시아 

필터는 정상 으로 붙어 있었고, 이 마그네시아 필터를 깨뜨리니 필터 벽면

에는 은회색의 물질이 보 고 앙으로 갈수록 갈색의 경계면  검은 부분

이 많아졌다. 마그네시아 필터 내의 시료를 분석해보니 모두 UO2로 우라늄

속으로 환원 시키지는 못하 는데, 이는 양극이 계속 으로 용융염에 용해

되면서 공 류의 효율이 떨어져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나 정확한 원인은 

더 조사하여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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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1.1.14. Chronopotentiogram of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with Sb-doped SnO2 anode at -0.8 A. 

  (4) 결론

   (가) Mn 는 Co-doped LiFeO2 세라믹 산화 극은 강도가 약하고 항  

        (>㏁)이 높고 기 도도가 낮으며, 고온에서 표면기공이 확 되고  

        부서져 성형  소결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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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1.1.15. Variation of Li2O concentrations according

                      to electrolytic reduction time of U3O8 

                      with Sb-doped SnO2 anode at -0.8 A. 

   (나) SiO2-coated MoSi2의 항은 <1 Ω으로 매우 낮으나 고온에서       

        MoSi2의 일부가 용융되었다.

   (다) LiCoO2는 항  기 도도가 각각 약 67 ㏀  약 0.87 Ω-1㎝-1  

        
이고, 고온  LiCl-Li2O 용융염계에서 비교  안정하 다.

   (라) Li-doped NiO는 항은  기 도도가 각각 약 7.2 ㏀  약      

        36 Ω
-1㎝-1이었으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안정성이 떨어졌다.

   (마) Sb-doped SnO2는 상온에서 항  기 도도가 각각 약 480 Ω  

         약 242 Ω
-1㎝-1로 상당히 우수하 으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소량 용해되었다.

   (바)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안정성평가를 통해 선정된 세라믹 산화 극  

       의 해환원특성을 평가하니 LiCoO2 산화 극은 양극 가 약      

       1.91 V로 높고 음극 가 약 -1.38 V로 해환원시스템에의 용성  

       이 떨어지고, Li-doped NiO는 성형  소결의 결함으로 3개 에서 1  

       개가 단락되고 양극 의 변화가 커서 사용할 수가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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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doped SnO2는 양극   음극 가 각각 약 0.43 V  약    

       -2.22 V로 우라늄산화물의 해환원에 용 가능성이 기 되나 일부  

       용해 상이 나타났다.

   (사) 이상의 실험결과를 종합해보면, 세라믹 산화 극의 기 도도의 개  

        선은 이루어 졌으나 우라늄산화물의 속 환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추가 인 연구가 요구되었다. 

2. 세라믹 산화 극 제조기술 개발[7.1.2.1]

 가. 세라믹 산화 극의 제조장치, binder  첨가제

    극 제조 시 공통 으로 고려한 내용은 첫째, 직경 7～8 mm에 길이가 

70～80 mm인 high aspect ratio를 가지는 극의 형상을 경제 이고 손쉽게 

제조하는 것이고 둘째, 이와 같이 제조된 극이 내 충격성 특히, 내열 충격

성을 지녀야하며, 셋째, 극의 scale-up이 용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세라믹 산화 극을 제조하기 해 사용한 제조장치, 

binder  첨가제는 다음과 같다.   

  (1) 냉간 등압 성형기 (Cold Isostatic Press, CIP)

      기존의 속 die를 사용한 2 방향 압축 성형 방식으로는 aspect ratio

가 큰 세라믹 극을 성형할 수 없어 등 방향 압축 응력 방식을 이용한 CIP 

공정을 모든 종류의 성형체 제조에 용하 다. 등압 성형은 압력을 모든 방

향으로 동시에 일정한 크기로 작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압축된 

유체를 매체로 하여 분말을 성형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를 정수압축 

이라고도 하며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시키기 하여 분말을 유연성 있는 외

피로 운다.  

  이 게 등압 성형 방식을 사용하면 다이 성형법에 비하여 다이 벽으로부

터의 마찰이 없고  압력이 어느 곳에서나 균일하게 달되므로 성형체의 

어느 부분에서나 도가 균질하다. 한 다이 벽의 마찰이 없고 유연한 형틀

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형을 추출하기 쉬우며 다이 성형법으로는 어려운 길

고 가는 막 , 펠렛 등의 성형체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주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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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압축하기 에 분말을 균일한 도가 되도록 충 시키기가 어렵기 때

문에 정확한 크기의 조정이 힘들다. 즉, 충  도의 불균형은 압축 도가 

같기 때문에 크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한 유연한 형틀이므로 완 한 

모양을 갖추기 힘드나 구멍이 뚫린 용기로 형틀을 받쳐 주면 어느 정도 개

선될 수 있다. 

  액상의 압축 매질은 상온에서 등압 성형할 경우 물을 포함하여 리세린

과 여러 가지 기름등을 사용하는데 유압유의 사용은 간편하고 한 압축 장

치의 부식도 막을 수 있어 편리하다. 용기의 압축은 고압 펌 를 사용하여 

할 수도 있고 펌 가 없을 때에는 압축 용기를 피스톤으로 덮고 스로 

피스톤에 압력을 가하여 유체에 압력이 달 되도록 한다. 일반 으로 주어

진 성형체 도를 얻는 데에는 다이 성형에서보다 낮은 압력이 요구된다. 이

러한 등압 성형 방법은 착제 (binder) 없이는 다이성형 하기 어려운 세라

믹과 같은 취성이 큰 분말도 성형할 수 있으나, 성형 분말의 종류에 따라 등

압 성형 조건을 다르게 해 주어야만 소결에 합한 성형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등압 성형이 끝난 후 갑작스런 압력의 제거로 인한 세라믹 성형체의 

손이나 기타 손상을 최 한 방지 하고자 1기압까지 감압하는데 걸리는 시

간을 히 설정하여 감압을 서서히 실시하여야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old Isostatic Press는 고려진공(주)의 KCIP-120 

/360 Model (Fig. 7.1.2.1 참조)로 상온에서 기름을 매체로 사용하 다. 등압 

성형용 세라믹 분말은 내경 9～11 mm, 두께 1 mm, 길이 약 100～130 mm

의 한쪽이 실리콘 고무 마개로 막힌 실리콘 재질의 튜 에 담은 후 분말 주

입구를 동일한 실리콘 고무 마개로  하고 착력이 좋은 테이 로 재차 

 하 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테이 로 하는 차를 생략하기도 하

다. 이 게 비한 성형용 세라믹 분말을 등압 성형기 내부에 넣고 에 기

술한 방식으로 성형하 다. 성형 공정이 완료된 분말 성형체는 실리콘 고무 

튜 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어 소결 공정에 들어갈 때 까지 손이나 손상되

지 않도록 취 에 유의하여 보 하 다.

  (2) Binder  첨가제

      CIP 공정에 사용된 세라믹 분말의 성형성을 향상시키기 해 bind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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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제를 혼합한다. 이 때 일반 으로 세라믹 분말에 혼합하는 ceramic 

binder가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으로는 (i) contaminant free일 것, (ii) 후속 

공정에서 plasticizer를 첨가하여 viscosity의 조 이 가능할 것, 그리고 (iii) 

소결 공정에서 어느 정도의 활성 소결 기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등이 있다.

                     

Fig. 7.1.2.1. KCIP-120/360 cold isostatic press.

  이러한 제반 조건을 만족 시키는 binder로 미국 Solutia사 제품인 acrylic 

B76 binder가 있는데 이를 MEK (19.85 g binder powder + 90 cc M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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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OH)에 용해 시켜서 LiFeO2 세라믹 분말을 등압 성형 하는데 사용하 다. 

이 때 세라믹 분체의 도를 조 할 목 으로 벨기에 Uniquema사의 

Hypermer KD-1 plasticizer를 MEK (1 g plasticizer + 90 cc MEK)에 용해 

시켜서 세라믹 분말에 추가하 다[7.1.2.2]. 

  NiO와 SnO2의 경우 기 도도를 높여  목 으로 기에는 LiOH  

Sb2O3로 doping 시켰고, 그 이후에는 NiO를 Li으로 doping 시키는데 Li2CO3

을 사용하 고 SnO2의 기 도도를 높여 볼 목 으로 Sb 외에도 In을 

doping 시켰다. Fe3O4는 기 도도가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별도의 dopant

를 첨가 하지 않고 양극 재료로 사용하 지만 기 도도를 측정 해 본 결

과 문헌에 보고 된 만큼 높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소결 시 분 기에 존재

하는 미량의 산소에 의한 산화 반응에 의하여 기 도도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 LiCoO2의 CIP 성형은 binder와 기타 첨가제 없이도 성형할 

수 있어 제조 공정을 단순화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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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라믹 산화 극의 제조  특성 평가

  (1) Undoped-LiFeO2 형 극의 제조  특성 평가

      Undoped-LiFeO2 양극의 개략 인 제조 공정  특성 평가는 크게 

undoped-LiFeO2 세라믹 분말의 개질  ball milling, 개질된 

undoped-LiFeO2 세라믹 분말의 성형과 공기 에서의 binder burn-off 열처

리  소결, 그리고 undoped-LiFeO2 세라믹 양극 소결 조건과 온도 변화에 

따른 기 도도 (electrical conductivity), Seebeck coefficients, power 

factor등 기  특성의 최 화로 구성되어 진다[7.1.2.3-5].

   (가) Undoped-LiFeO2 세라믹 분말의 개질  ball milling  

        형 (rod-type) undoped-LiFeO2 양극은 순도 95% 이상의 

undoped-LiFeO2 분말을 원료로 제조 하 는데 undoped-LiFeO2 분말의 입도

는 략 10 ㎛ 이내의 다소 불규칙한 3차원 연속체 형태를 띠고 있으나 500 

㎛ 이상의 크기로 자발 으로 응집 (spontaneous agglomeration)되기도 하는

데 이는 아마도 undoped-LiFeO2 분말의 흡습성 (hygroscopic nature)에 기

인하는 듯하다. 그래서 undoped-LiFeO2 분말 상태 그 로는 냉간 등압 성형

이 불가능하여 한 binder와 첨가제를 용매에 넣고 undoped-LiFeO2 분말

을 더한 다음 ball milling을 실시하 다. 

      ① 바인더 (binder)의 선정

         바인더의 선정에 있어서 가장 요한 고려 요소는 바인더의 성분

에 의한 세라믹 재료의 오염 문제로서 염화물 (chlorides)과 황화물 

(sulfides)이 주된 불순물이다. 이러한 불순물에 의한 세라믹 성형체, 소결체

의 오염이 없고 후속 공정에서 계면 활성제를 추가하여 세라믹 슬러리의 

도를 조 할 수 있는 바인더로 아크릴계 Butvar B76 (미국 Solutia사 제품)

을 최종 선정하여 성형할 undoped-LiFeO2 분말 질량의 약 1%를 부가하 을 

때 최 의 성형성을 나타내었다.  한 속 분말의 성형 시 die 윤활제로 

사용되는 입도 약 44 ㎛의 Acrawax-C 분말도 성형할 undoped-LiFeO2 분말 

질량의 약 1%를 첨가하면 B76 binder의 첨가와 동일한 성형성을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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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계면 활성제의 선정

         계면 활성제 (surfactant)를 당한 용매에 용해시켜서 

undoped-LiFeO2 세라믹 분말과 바인더의 혼합체에 첨가 시켜주면 바인더로 

코 된 undoped-LiFeO2 세라믹 분말 입자들 사이로 바인더 용액이 원활하

게 분산될 수 있게 해주므로 세라믹 슬러리의 도를 조 할 수 있다. 이러

한 목 으로 Hypermer KD-1 (벨기에 Uniquema사 제품)을 선정하여 성형

시킬 undoped-LiFeO2 분말 질량의 1%를 첨가하면 세라믹 slurry 제조 시 

최 의 분산 특성을 나타내고 후속 성형 공정에서의 성형성도 증진되었다.

      ③ Undoped-LiFeO2 분말의 ball milling

         미국 Solutia사의 Butvar B76 binder 2 g과 벨기에 Uniquema사의 

Hypermer KD-1 2 g을 에틸알코올 140 g, toluene 60 g을 넣고 용융 시킨 

다음 이 용액에 pentane (C5H12, 융  -129.75℃) 200 g을 더해서 희석 시켰

다. 이 때 pentane 신 동일한 양의 diethyl ether (C4H10O, 융  -116.35℃)

를 사용하기도 하 다. 한 B76 바인더 신 입도 약 44 ㎛의 Acrawax-C 

분말 2 g을 더하는 경우에도 동등한 바인더 첨가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때

는 에틸알코올/toluene의 혼합물 신 hexane (C6H14, 융  -95.35 ℃) 200 g

을 더해서 용해 시켰다. 여러 가지 바인더를 용해시킬 때 융 이 낮고 휘발

성이 높은 유기 용매를 사용하는 이유는 ball milling 완료 후 세라믹 슬러리

와 ball을 분리하고 slurry를 oven에서 건조 시 slurry에 많은 기공을 남기면

서 용매가 순식간에 기화 하므로 나 에 막자사발에서 세라믹 슬러리를 분

체화 시켜 후속 성형 공정과 효율 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 생산 공정 효율

의 증 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게 비된 binder와 계면 활성제 용

액에 시약 등  (순도 95% 이상, 입도 약 10 ㎛)의 undoped-LiFeO2 세라믹 

분말 200 g을 넣어 undoped-LiFeO2 slurry를 제조한다. 이 게 혼합시킨 세

라믹 슬러리 무게의 2배에 해당하는 zirconia ball (ZrO2, 직경 5 mm)을 

slurry에 넣고 약 6 시간 ball milling시킨다. Ball milling 완료 후 세라믹 슬

러리와 ball을 분리시켜 slurry를 60 ℃ oven에서 건조 시킨 다음 막자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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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세라믹 슬러리를 분체화 시켰다.

   (나) 개질된 undoped-LiFeO2 세라믹 분말의 성형, 소결  특성평가   

        술한 바와 같이 oven에서 건조시킨 슬러리를 막자사발에서 분쇄

한 후 얻은 undoped-LiFeO2 세라믹 분체를 425 ㎛ size의 체 (sieve)로 쳐서 

통과한 분말을 수집하여 내경 10.6 mm, 두께 1.1 mm의 실리콘 재질의  

(tube)에 충 시켰다. 이 게 충 된 undoped-LiFeO2 분말을 상온 등압 성형

기 (cold isostatic press)에 넣고 약  20  동안 성형 압력인 1200  bar 까

지 도달시킨 다음, 1200 bar에서 10 간 성형 후 등압 성형을 완료시키고, 

갑작스런 감압으로 인한 undoped-LiFeO2 세라믹 성형체의 손이나 기타 

손상을 최 한 방지하고자 1 기압까지 감압 시키는데 약 10  걸리도록 상

온 등압 성형기를 조작하 다. 이 게 얻은 성형체 도 (green density)의 

평균치는 약 2.5 g/cc(이론 도 4.42 g/cc의 약 57%) 이었다. 이 게 제조한 

undoped-LiFeO2 세라믹 성형체의 SEM 조직 사진을 Fig. 7.1.2.2에 도시하

는데 표면의 조 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지만 표면 기공 (surface 

porosity)의 분율 한 상당한 것을 찰할 수 있었다. Undoped-LiFeO2 양극 

성형체의 최  소결 조건을 알아보고자 2 가지 소결 조건을 이용하여 공기 

분 기에서 binder burn-off 열처리  소결을 실시한 결과 Fig. 7.1.2.3과 같

이 925℃ 소결체의 직경은 약 8.62 mm, 길이는 약 116-120 mm, 평균 소결

체 도는 약 2.88 g/cc (이론 도 4.42 g/cc의 약 65%)이었고, 970 ℃ 소결

체의 직경은 약 8.68 mm, 길이는 115-120 mm로 925 ℃ 소결체와 유사하

지만 평균 소결체 도는 925 ℃ 소결체에 비해서 다소 증가한 3.2 g/cc (이

론 도 4.42 g/cc의 약 73%)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소결 온도의 증가에 따라 

어느 정도 조 화가 더 진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게 소결이 완료된 

undoped-LiFeO2 양극 소결체의 소결 조건에 따른 기 도도, Seebeck 

coefficients, 그리고 power factor를 기분 기를 유지 하면서 측정한 결과

를 Fig. 7.1.2.4와 7.1.2.5에 도해 하 다. 그 결과 상온 기분 기 하에서 

binder burn-off 온도 500 ℃까지 가열하는데 12시간  유지 3시간 후 소결 

온도인 925 ℃ 까지 연속 가열하는데 6시간과 유지 1시간 30분 후 공기 분

기를 계속 유지 하면서 로냉시킨  undoped-LiFeO2 양극 소결체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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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온도 650 ℃에서 0.05 ohm-1․cm-1 이상의 기 도도, 500 ㎶․K-1 

의 Seebeck coefficient 특성을 나타내는 p-type 반도체의 특성을 띄고 있는

데 이러한 기 도도  열  특성이 970 ℃에서 소결시킨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밝 졌다. Undoped-LiFeO2 양극 소결체의 Seebeck coefficients는 측

정을 실시한  온도 구간에서 모든 소결 시편에 해서 항상 + 값을 나타

내고 있으므로 electron hole이 major carrier로 도 메커니즘에 기여하는 

p-type 반도체 특성을 띄고 있었다.

  Undoped-LiFeO2 925 ℃와 970 ℃ 공기  소결체의 SEM, EDS 조직 사

진을 Fig. 7.1.2.6과 7.1.2.7에 나타내었는데 소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undoped-LiFeO2 분말 입자들 간의 융착이 더욱  해 지는 것은 찰할 

수 있으나 결정립의 한 성장은 어느 소결 온도에서도 찰되지 않았다. 

Undoped-LiFeO2 925 ℃, 970 ℃ 공기  소결체의 표면은 모두 해질과의 

 면 을 제공 해 주기에 유리한 다공성의 구조를 띄고 있었다. 한 공

기 분 기에서 소결 온도가 970 ℃로 증가하는 경우에도 EDS 결과를 보면 

O/Fe 원자량의 비율이 약 2:1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소결 

온도가 올라가도 소결체의 표면에서 산화가 하게 진되지는 않고 있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기 도도와 Seebeck 

coefficients가 소결 온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Fig. 7.1.2.2. SEM morphology of undoped LiFeO2 co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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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tered at 925 ℃)            (sintered at 970 ℃)

Fig. 7.1.2.3. Undoped LiFeO2 sintered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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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2.4. Electrical conductivity, Seebeck coefficient, and power factor   

     change with temperature in air for undoped LiFeO2 compacts  

     sintered at 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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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2.5. Electrical conductivity, Seebeck coefficient, and power factor   

            change with temperature in air for undoped LiFeO2 compacts  

            sintered at 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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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o c e s s in g  o p t io n  :  A l l  e le m e n t s  a n a ly z e d  (N o r m a l is e d )  

 

S p e c t r u m  C  O  F e  T o ta l  

     

1 - 1  5 .7 5  3 8 .4 7  5 5 .7 8  1 0 0 .0 0  

     

     

     

M a x .              5 .7 5  3 8 .4 7  5 5 .7 8   

M in .              5 .7 5  3 8 .4 7  5 5 .7 8   

 

 

A l l  r e s u l t s  in  W e ig h t  P e r c e n t  

 

        (sintered at 925 ℃)                    (sintered at 970 ℃)

Fig. 7.1.2.6. SEM morphology of undoped LiFeO2 sintered rod.

Fig. 7.1.2.7. SEM/EDS morphology of undoped LiFeO2 sintered at 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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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Undoped-Fe3O4 형 극의 제조  특성 평가

      Undoped-Fe3O4 형 극의 제조 공정  특성 평가는 크게 

undoped-Fe3O4 세라믹 양극의 성형  소결, 그리고 undoped-Fe3O4 양극 소

결 조건  온도 변화에 따른 기 도도 (electrical conductivity), Seebeck 

coefficients, power factor 등의 최 화로 구성되어 진다.

   (가) Undoped-Fe3O4 세라믹 극의 성형  소결

        순도 99% 이상, 입도 5 ㎛의 Fe3O4 분말은 타원형을 띄고 있어서 별

도의 윤활제나 binder를 첨부하지 않고도 냉간 등압 성형 (cold isostatic 

pressing)을 실시하여 직경 비 길이가 긴 (aspect ratio가 큰) 형 

(rod-type)으로 성형할 수 있었다. 성형을 실시할 때 undoped-Fe3O4 powder

를 내경 8.78 mm, 두께 1.1 mm의 실리콘 재질의 호스에 넣고 충 시켰다. 

이 게 충 된 undoped-Fe3O4 powder를 등압 성형기 (cold isostatic press)

에 넣고 약 50  걸려서 성형 압력인 1040 bar까지 도달시킨 다음, 1040 bar

에서 3 간 유지시켜 등압 성형을 완료하고, 갑작스러운 압력의 제거로 인한 

undoped-Fe3O4 세라믹 성형체의 손이나 기타 손상을 최 한 방지하고자 

139 bar까지 감압 시키는데 약 50 , 이후 1기압까지 배기 하는데 약 2분 30

에서 5분이 걸리도록 등압 성형기를 조작하 다. 이 게 얻은 성형체의 길

이와 직경은 각각 85～90 mm, 7.5 mm, 성형체 도 (green density)의 평균

치는 약 3.24 g/cc이었다.  

  Undoped-Fe3O4 양극 성형체의 소결 조건을 최 화 시켜 보고자 Table 

7.1.2.1에 나타낸 3 가지 서로 다른 진공  환원성 분 기에서 소결을 실시

하여 평균 소결체 도 약 3.63 g/cc (이론 도의 약 70%), 직경 약 6 mm, 

길이 약 80～85 mm의 형 소결 극의 소결 조건에 따른 물리 , 기  

특성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나) Undoped-Fe3O4 세라믹 극의 특성 평가

        소결이 완료된 undoped-Fe3O4 형 소결체의 소결 조건에 따른 

기 도도, Seebeck coefficients, 그리고 power factor를 Fig. 7.1.2.8, 7.1.2.9 

 7.1.2.10에 도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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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2.1. Vacuum sintering conditions for Fe3O4 compacted rod

진공 소결 조건 1
(sample 1)

진공 소결 조건 2
(sample 2)

진공 소결 조건 3
(sample 3)

1. 상온에서 2.0 x 10
-2

   torr의 진공 도달 후

2. 4시간 동안 950 ℃로

   승온 시킨 다음

3. 950 ℃에서 1.5 시간

   진공 소결

4. 상온까지 로냉 후 

   진공 해제 

1. 상온에서 31 torr 의

   진공 도달 후 31 torr

   Ar gas 분압의 유지

2. 3시간 동안 1000 ℃로

   승온 시킨 다음 

3. 1000 ℃에서 1.5 시간

   31 torr Ar gas

   분 기에서 소결

4. 상온까지 31 torr Ar 

   gas 분 기에서 로냉 

1. 상온에서 31 torr의

   진공 도달 후 31 torr

   Ar gas 분압의 유지

2. 4시간 동안 1050 ℃로

   승온 시킨 다음

3. 1050 ℃에서 1시간 31

   torr Ar gas 분 기

   에서 소결

4. 상온까지 31 torr Ar

   gas 분 기에서 로냉   

그 결과 상온에서 2.0 x 10-2 torr의  진공 분 기에 도달 후 소결 온도인 

950 ℃까지 4시간 가열한 다음 1.5시간 유지시킨 undoped-Fe3O4 양극 소결

체는 속 환 온도 650 ℃에서 5 ohm
-1․cm-1 이상의 기 도도, -210 

㎶․K-1 의 Seebeck coefficient를 보이는 n-type 반도체의 특성을 나타내었

다. 이는 undoped-Fe3O4 소결체의 Seebeck coefficients가 측정을 실시한  

온도 구간에서 모든 소결 시편에 해서 모두 - 값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자

유 자가 major carrier로 도 메커니즘에 기여하는 n-type 반도체 특성을 

가지게 된다. 해당 소결체의 SEM, EDS 조직 사진을 Fig. 7.1.2.11, 7.1.2.12 

 7.1.2.13에 나타내었는데 소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분말 입자들 간의 

융착이 더욱 해 지는 것을 찰할 수 있으나 결정립의 한 성장은 

어느 소결 온도에서도 찰되지 않았으며, 950 ℃ 소결체의 표면은 다공성의 

구조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소결 온도가 1000 ℃, 1050 ℃로 올

라가고 2 x 10-2 torr 진공 분 기 신 31 torr의 진공  Ar 분 기를 유지

하는 경우 기 도도와 Seebeck coefficients가 소결 온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소결체의 표면에서 산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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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2.8. Electrical conductivity, Seebeck coefficient, and power factor   

            change with temperature for Fe3O4 rod samp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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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2.9. Electrical conductivity, Seebeck coefficient, and power factor   

            change with temperature for Fe3O4 rod samp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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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2.10. Electrical conductivity, Seebeck coefficient, and power factor  

             change with temperature for Fe3O4 rod samp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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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option : All elements analyzed (Normalised) 

 

Spectrum C O Fe Total 

     

1 4.35 14.62 81.03 100.00 

     

     

     

Max.             4.35 14.62 81.03  

Min.             4.35 14.62 81.03  

 

 

All results in Weight Percent 

 

Fig. 7.1.2.11. SEM/EDS morphology of Fe3O4 rod vacuum sintered at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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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option : All elements analyzed (Normalised) 

 

Spectrum C O Al Si Ca Fe Total 

        

6 27.30 29.20 0.52 1.32 1.88 39.78 100.00 

        

        

        

Max.             27.30 29.20 0.52 1.32 1.88 39.78  

Min.             27.30 29.20 0.52 1.32 1.88 39.78  

 

 

All results in Weight Percent 

 

Fig. 7.1.2.12. SEM/EDS morphology of Fe3O4 rod vacuum sintered at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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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option : All elements analyzed (Normalised) 

 

Spectrum C O Ca Fe Total 

      

3-1 23.87 29.01 1.01 46.12 100.00 

3-2 6.43 25.15  68.42 100.00 

      

      

      

Max.             23.86 29.01 1.01 68.42  

Min.             6.43 25.15 1.01 46.12  

 

 

All results in Weight Percent 

 

        Fig. 7.1.2.13. SEM/EDS morphology of Fe3O4 rod 

                     vacuum sintered at 1050 ℃.   

  (3) Mn 는 Co-doped LiFeO2 형 극의 제조  특성 평가

   (가) Mn-doped LiFeO2 형 극의 제조  특성 평가

      ① Mn-doped LiFeO2 세라믹 분말의 개질

         Dopant로 사용되는 Mn 이온과 parent Fe 이온의 비율 (Mn/F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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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로 맞추어 Mn-doped LiFeO2 세라믹 gel을 공침법으로 제조 하고자 순도 

98% 이상의 미국 Sigma-Aldrich사 제품 Fe(NO3)3․9H2O 분말상의 A.C.S. 

등  시약 (formula weight 404 g/mole, 융  47.2 ℃) 152 g과 미국 

Sigma-Aldrich사 제품 Mn(NO3)2․6H2O 45-50 wt% 용액 (in dilute HNO3 

solution, formula weight 178.95 g/mole) 32.275 g을 2500 cc의 탈 이온수 

(deionized water)에 magnetic stirrer를 이용하여 용해시켰다. 그러고 나서 

별도로 순도 98% 이상의 미국 Sigma-Aldrich사 제품 LiOH(formula weight 

23.95 g/mole, 융  470 ℃) 9 g을 탈 이온수 약 500 cc에 magnetic stirrer

를 이용하여 용해 시켜서 뷰렛에 넣었다. 여기서 비커에는 Fe(NO3)3․9H2O

와 Mn(NO3)2․6H2O 수용액이, 뷰렛에는 LiOH 수용액이 담겨있는데 뷰렛의 

LiOH 수용액으로 비커의 Fe(NO3)3․9H2O와 Mn(NO3)2․6H2O 수용액에 한 

방울씩 정하여 평형 상태에서 Mn-doped LiFeO2의 공침이 이루어질 때 까

지 연속 으로 LiOH를 가 하 다. 공침이 완료되는 정  (end point)에 

도달하면 비커 용액이 magnetic stirring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용액의 

도가 증가하고 색이 혼탁해(turbid) 지는데 이 시 에서 정을 지 하 다. 

이러한 정 은 용액의 도, 색의 변화를 육안으로 찰하거나 비커 용액

의 pH를 측정하여 결정 하 는데 Mn-doped LiFeO2 gel의 공침 시 pH는 약 

5-6을 나타내었다. Mn-doped LiFeO2 gel의 공침이 이루어지면 력에 의해 

삼각 라스크 기  부분으로 응집 (gravitational segregation)되어 투명한 

상층액과 쉽게 분리되었다. 이를 반복하여 필요한 Mn-doped LiFeO2 gel을 

얻었다.

  공침된 Mn-doped LiFeO2 gel에는 과잉 정된 Li 이온  NO3
-를 주성분

으로 하는 불필요한 다량의 음이온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러한 불순물 이온

들을 제거하기 하여 Mn-doped LiFeO2 gel에 탈 이온수를 더해  다음 

magnetic stirring을 실시하 다. 이러한 증류수 세정 작업 (water wash)을 

2회 실시한 후 Mn-doped LiFeO2 gel이 력에 의해서 응집되는 것을 기다

렸다가 gel에 메틸알코올 (CH3OH,  융  -97.65 ℃) 는 pentane (C5H12, 

융  -129.75 ℃) 과 에틸알코올 (C2H5OH, 융  -114.15 ℃)의 1:1 (부피비

율) 혼합물을 부가하여 알코올 세정 작업 (MeOH 는 EtOH wash)을 증류

수 세정 (water wash) 작업 시와 동일한 요령으로 2회 실시하 다. 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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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세정 작업까지 완료된 Mn-doped LiFeO2 gel을 stainless steel 샬

에 포집하여 70 ℃ 오 에 넣고 건조 시켰다. 이와 같이 융 이 낮고 휘발성

이 높은 유기 용매를 이용하여 알코올 세정을 실시하는 이유는 후속 오  

건조 공정 진행 에 Mn-doped LiFeO2 gel에 많은 기공을 남기면서 용매가 

순식간에 기화 하므로 건조된 Mn-doped LiFeO2 gel을 막자사발에서 분체화 

시키기 용이하고 후속 ball milling 공정과 효율 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 생

산 공정 효율의 증 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게 건조된 다공성 

Mn-doped LiFeO2 gel을 막자사발에서 분체화 시킨 다음 425 ㎛ size의 체 

(sieve)로 쳐서 통과한 분말을 수집하여 다음 공정의 ball milling을 실시하

다.

      ② 건조된 Mn-doped LiFeO2 gel 분말의 ball milling

         미국 Solutia사의 Butvar B76 binder 3.2 g과 입도 약 44 ㎛의 

Acrawax-C 분말 3.2 g을 MEK (methyl ethyl ketone, 융  -86.65 ℃) 160 

g, hexane (C6H14, 융  -95.35 ℃) 40 g에 넣어 용융 시킨 다음 이 용액에 

pentane (C5H12, 융  -129.75 ℃) 160 g을 더해서 희석 시켰다. 이때 

pentane 신 동일한 양의 diethyl ether (C4H10O, 융  -116.35 ℃)를 사용하

여도 되고, 여기서 hexane은 Acrawax-C 분말을 용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게 비된 binder 용액에 Mn-doped LiFeO2 gel 분말 307 g을 넣어 

Mn-doped LiFeO2 세라믹 slurry를 제조한다. 이 게 혼합시킨 세라믹 슬러

리 무게의 2배에 해당하는 zirconia ball (ZrO2, 직경 5 mm)을 slurry에 넣고 

60 rpm의 속도로 약 6 시간 ball milling시켰다. Ball milling 완료 후 세라믹 

슬러리와 ball을 분리시켜 slurry를 70 ℃ oven에서 건조 시킨 다음 막자사

발에서 세라믹 슬러리를 분체화 시키고 425 ㎛ size의 체 (sieve)로 쳐서 통

과한 분말을 수집하여 mechanical mixing 공정으로 보낸다.

      ③ Ball milling된 Mn-doped LiFeO2 분말과 상용 undoped-LiFeO2    

         분말의 mechanical mixing

         Ball milling 공정 후 막자사발에서 분쇄하여 425 ㎛ size의 체 

(sieve)로 쳐서 통과한 Mn-doped LiFeO2 분말 34.47 g에 상용화되어 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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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미국 Sigma-Aldrich사 제품의 시약 등  (순도 95% 이상, 입도 10 

㎛정도)의 undoped-LiFeO2 분말 150.77 g과 상용 die 윤활제인 입도 약 44 

㎛정도의 Acrawax-C 분말 약 5 g을 추가하여 세라믹과 바인더의 혼합체를 

제조하 다. 이 게 제조된 세라믹과 바인더의 혼합체 (총 량 190.245 g)에 

이와 동등한 부피의 zirconia ball (직경 약 5 mm)을 넣은 다음 60 rpm의 속

도로 24시간 동안 mechanical mixing (ball milling)을 실시하 다.

  Mechanical mixing 완료 후 세라믹과 바인더의 혼합체에서 zirconia ball을 

분리시켰다. 

      ④ 개질된 Mn-doped LiFeO2 세라믹분말의 성형, 소결  특성평가  

         Mechanical mixing 후 분쇄한 세라믹과 바인더의 혼합체 분말을 

내경 10.6 mm, 두께 1.1 mm의 실리콘 재질의  (tube)에 충 시켜 상온 등

압 성형기 (cold isostatic press)에 넣고 약  20  동안 성형 압력인 1200 

bar 까지 가압한 다음, 1200 bar에서 10 간 유지시키고, 갑작스런 감압으로 

인한 세라믹 성형체의 손이나 기타 손상을 방지하고자 약 10 에 1 기압

까지 감압되도록 상온 등압 성형기를 조작 하 다. 이 게 얻은 성형체 도 

(green density)의 평균은 약 2.65 g/cc (이론 도 4.42 g/cc의 약 60%)이었

다. 그리고 Mn-doped LiFeO2와 undoped-LiFeO2 분말과 바인더 혼합체를 

성형한 성형체의 SEM 조직 사진이 Fig. 7.1.2.14에 나와 있는데 표면의 조

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지만 표면 기공 (surface porosity)의 분율 한 

상당한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이 성형체를 상온의 기 분 기 하에서 binder burn-off 온도 500 ℃까지 

12시간 가열하여 3시간 유지 시킨 후 소결 온도인 925 ℃ 는 970 ℃ 까지 

재차 가열하는데 소결온도에 무 하게 6 시간 가열하고 1시간 30분 유지시

킨 후 공기 분 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상온 까지 로냉하 다. 그 결과 925 

℃ 소결체의 직경은 약 8.65 mm, 길이는 약 120 mm, 평균 소결체 도는 

약 2.74 g/cc (이론 도 4.42 g/cc의 약 62 %)이었고, 970 ℃ 소결체의 직경

은 약 8.65 mm, 길이는 약 120 mm로 925 ℃ 소결체와 유사하 지만 평균 

소결체 도는 925 ℃ 소결체에 비해서 다소 증가한 2.87 g/cc (이론 도 

4.42 g/cc의 약 65 %)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소결 온도의 증가에 따라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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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조 화가 더 진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게 제조된 970 ℃ 형 소결

체의 형상과 X-ray 회  시험 결과 LiFeO2 결정 구조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Mn-doped LiFeO2 (17.5 wt%)와 undoped-LiFeO2 혼합 분말의 925 

℃와 970 ℃ 공기  소결체의 SEM, EDS 조직 사진을 Fig. 7.1.2.15에 나타

내었는데 소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Mn-doped LiFeO2 (17.5 wt%)와 

undoped-LiFeO2 혼합 분말 입자들 간의 융착이 더욱 해 지는 것과 결

정립의 국부 인 응집이 찰되었는데 이러한 상은 특히 970 ℃ 소결체에

서 하게 찰 되었다. 

           (mixed powders)                    (compacted rod)

Fig. 7.1.2.14. SEM morphology of 17.5wt% Mn-doped LiFeO2 and undoped  

             LiFeO2 mixture.

            (sintered at 925 ℃)             (sintered at 970 ℃)

Fig. 7.1.2.15. SEM morphology of 17.5wt% Mn-doped LiFeO2 and undoped  

             LiFeO2 powder mixture sintered compacts.

   (나) Co-doped LiFeO2 형 극 제조의  특성 평가

      ① 공침법(coprecipitation)에 의한 Co-doped LiFeO2 세라믹gel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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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pant로 사용되는 Co 이온과 parent Fe 이온의 비율 (Co/Fe)을 

0.12로 맞추어 Co-doped LiFeO2 세라믹 gel을 공침법으로 제조하고자 순도 

98% 이상의 미국 Sigma-Aldrich사 제품 Fe(NO3)3․9H2O 분말상의 A.C.S. 

등  시약 (formula weight 404 g/mole, 융  47.2 ℃) 152 g과 미국 

Sigma-Aldrich사 제품 Co(NO3)2․6H2O 분말 시약 (formula weight 291.03 

g/mole, 융  55 ℃) 16.5 g을 2500 cc의 탈 이온수 (deionized water)에 용

해시켰다. 그리고 순도 98% 이상의 미국 Sigma-Aldrich사 제품 LiOH 

(formula weight 23.95 g/mole, 융  470 ℃) 9 g를 탈 이온수 약 500 cc에 

용해시켜 뷰렛에 담아 비커에 담겨있는 Fe(NO3)3․9H2O와 Co(NO3)2․6H2O 

수용액에 한 방울씩 정시켜 Co-doped LiFeO2 의 공침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속 으로 가 하 다. 공침된 Co-doped LiFeO2 gel가 력에 의해 삼각 

라스크 기  부분에 응집 (gravitational segregation)되면 투명한 상층액과 

분리하 다. 이를 반복하여 필요한 양의 Co-doped LiFeO2 gel을 얻었다. 이

와 같이 얻어진 Co-doped LiFeO2 gel에 탈 이온수를 더해  다음 교반하여 

gel의 불순물 이온들을 제거하 다. 이러한 증류수 세정 작업(water wash)을 

2회 실시하 다. 이러한 증류수 세정 작업(water wash)이 끝나고 Co-doped 

LiFeO2 gel이 력에 의해서 응집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gel에 메틸알코올 

(CH3OH, 융  -97.65 ℃) 는 pentane (C5H12, 융  -129.75 ℃)과 에틸알코

올 (C2H5OH, 융  -114.15 ℃)의 1:1 (부피비율) 혼합물을 가하여 알코올 세

정 작업을 증류수 세정 (water wash) 작업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2회 실시

하 다. 이 게 알코올 세정 작업까지 완료된 Co-doped LiFeO2 gel을 

stainless steel 샬 에 포집하여 70 ℃ 오 에 넣고 건조시켰다. 이 게 건조

한 다공성 Co-doped LiFeO2 gel을 막자사발에서 분쇄한 후 425 ㎛ size의 

체(sieve)로 쳐서 ball milling에 사용하 다.

      ② 건조된 Co-doped LiFeO2 gel 분말의 ball milling

         미국 Solutia사의 Butvar B76 binder 3 g과 입도 약 44 ㎛의 

Acrawax-C 분말 3 g을 MEK (methyl ethyl ketone, 융  -86.65 ℃) 156 g, 

에틸알코올 46 g, toluene 22 g, hexane (C6H14, 융  -95.35 ℃) 40 g에 넣고 

용융 시킨 다음 이 용액에 pentane (C5H12, 융  -129.75 ℃) 156 g을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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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희석 시켰다. 이 때 pentane 신 동일한 양의 diethyl ether (C4H10O, 융

 -116.35 ℃)를 사용하여도 된다. 여기서 hexane은 Acrawax-C 분말을 용

해시키는데 사용되었다. 이 게 제조된 binder 용액에 Co-doped LiFeO2 gel 

분말 276 g을 넣어 세라믹 slurry를 제조하 다. 그리고 세라믹 슬러리 무게

의 2배에 해당하는 zirconia ball (ZrO2, 직경 5 mm)을 넣고 60 rpm의 속도

로 약 6 시간 ball milling시켰다. Ball milling 완료 후 세라믹 슬러리에서 

ball을 분리시키고, slurry를 70 ℃ oven에서 건조 시켜 분쇄한 후 425 ㎛ 

size의 체 (sieve)로 쳐서 mechanical mixing 공정에 사용하 다.

      ③ Ball milling된 Co-doped LiFeO2 분말과 상용 undoped-LiFeO2 분  

         말의 mechanical mixing

         Ball milling 공정에서 얻어진 Co-doped LiFeO2 gel 분말 48.403 g

에 상용화되어 시 되는 미국 Sigma-Aldrich사 제품의 시약 등  (순도 

95% 이상, 입도 10 ㎛ 정도)의 undoped-LiFeO2 분말 191.44 g과 상용 die 

윤활제인 입도 약 44 ㎛정도의 Acrawax-C 분말 약 5.77 g을 가하여 세라믹

과 바인더의 혼합체를 제조하 다. 이 게 제조된 세라믹과 바인더의 혼합체 

(총 량 245.613 g)에 이와 동등한 부피의 zirconia ball (직경 약 5 mm)을 

넣은 다음 60 rpm의 속도로 24시간 동안 mechanical mixing을 실시한 후 

세라믹과 바인더의 혼합체와 zirconia ball을 분리시켰다. Mechanical mixing

된 Co-doped LiFeO2 gel 분말 (19.1 wt%)과 undoped LiFeO2 혼합 조성 분

말의 X-ray 회  실험 결과를 Fig. 7.1.2.16에 나타내었는데 LiFeO2 결정 구

조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④ 개질된 Co-doped LiFeO2 세라믹분말의 성형, 소결  특성평가  

         Mechanical mixing 후 분쇄된 세라믹과 바인더 혼합체 분말을 내

경 10.6 mm, 두께 1.1 mm의 실리콘 재질의  (tube)에 충 시켰다. 충 된 

Co-doped LiFeO2 (19.1 wt%)와 undoped-LiFeO2 분말과 바인더의 혼합체를 

상온 등압 성형기 (cold isostatic press)에 넣고 약 20 에 성형 압력인 

1200  bar 까지 도달시킨 다음, 1200 bar에서 10 간 유지하여 등압 성형을 

완료시키고, 약 10 에 1 기압까지 감압되도록 상온 등압 성형기를 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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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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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2.16. XRD result of mechanically mixed 19.1wt% Co-doped LiFeO2  

            and undoped LiFeO2 powder mixture.

  이 게 제조된 성형체 도(green density)의 평균은 약 2.95 g/cc (이론

도 4.42 g/cc의 약 66.7%) 이었으며, SEM 조직 사진을 Fig. 7.1.2.17에 도시

하 는데 표면의 조 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지만 표면 기공(surface 

porosity)의 분율 한 상당한 것을 찰할 수 있었다.

  Co-doped LiFeO2 (19.1 wt%)와 undoped-LiFeO2 혼합 분말 성형체의 최

 소결 조건을 알아보고자 술한 2 가지 소결 조건을 이용하여 공기 분

기에서 binder burn-off 열처리  소결을 실시한 결과 925 ℃ 와 970 ℃ 소

결체의 직경은 공히 약 8.65 mm, 길이는 약 115 mm, 평균 소결체 도는 

925 ℃ 소결체는 약 2.686 g/cc (이론 도 4.42 g/cc의 약 61%), 970 ℃ 소결

체는 약 2.659 g/cc (이론 도 4.42 g/cc의 약 60%)로 소결 온도의 증가에 

따른 도의 증가는 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성형체 도에 비해서 소결체 

도가 감소한 것은 binder burn-off  소결 공정을 거치면서 기공도가 증

가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게 소결된 970 ℃ 형 소결체의 형

상이 Fig. 7.1.2.18에 도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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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xed powders)             (compacted rod)

Fig. 7.1.2.17. SEM morphology of 19.1wt% Co-doped LiFeO2 and undoped  

     LiFeO2 powder mixture.

        

Fig. 7.1.2.18. Photograph of 19.1wt% Co-doped LiFeO2 and undoped       

              LiFeO2 powder mixture sintered at 970℃.

  (4) Li-doped NiO 형 극의 제조  특성 평가

   (가) LiOH을 이용한(liquid process) Li-doped NiO 형 극 제조

      ① LiOH을 이용한(liquid process) Li-doped NiO 분말 개질

         상온에서 3.735 g의 LiOH를 자기 교반기로 계속 교반시키면서 탈 

이온수에  완 히 용해시켰다. 이 용액에 MEK를 서서히 가해주면 Li 이온

들이 액상에 균질하게 분포되었다. 여기에 matrix인 NiO 분말(Aldrich 

Chemical Company, 최  입도 10㎛) 93.9 g을 서서히 가하면서 Li/NiO의 몰 

비를 맞추었다. 이때 NiO 분말의 응집을 막기 해서 분산제로 5 vol.% 

산을 가해주었다. 이 게 하면 Li 1.1 mole%가 NiO matrix에 첨부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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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ocess ing  op tion  : A ll e lem ents ana lyzed (N orm alised) 

 

Spectrum  O  N i Tota l 

    

2-1  19 .75  80 .25  100 .00  

2-2 1 .76  98 .24  100 .00  

    

    

    

M ax .             19 .75  98 .24   

M in .             1 .76  80 .25   

 

 

A ll results in  W eight Percent 

 

게 제조된 슬러리 혼합물을 실온과 45 ℃ 오  분 기에서 완 히 건조시

킨 다음 막자사발로 분쇄하고 149 ㎛ size의 체로 걸러서 Li-doped NiO 분

말을 수집하 다.

      ② LiOH을 이용한 Li-doped NiO 성형체의 소결  특성 평가

         Li-doped NiO 분말을 내경 13 mm, 두께 1.1 mm의 실리콘 재질의 

호스에 충 시켰다. 충 된 Li-doped NiO powder를 등압 성형기 (cold 

isostatic press)에 넣어 약 50 에 성형 압력인 1040 bar까지 도달시킨 다음, 

1040 bar에서 3 간 유지시켜 등압 성형을 완료하고, 갑작스런 감압으로 

Li-doped NiO 세라믹 성형체의 손이나 기타 손상을 방지하고자 139 bar까

지 약 50 , 이후 1기압까지 약 2분 30 에서 5분이 걸리도록 등압 성형기를 

조작하 다. 성형 공정이 완료된 성형체는 실리콘 고무 튜 를 조심스럽게 

제거하여 소결 공정에 들어갈 때 까지 손이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  하

Fig. 7.1.2.19. SEM/EDS morphology of Li-doped NiO compact sintered at  

             960 ℃.



- 516 -

다. 이 성형체를 상온  기압에서 소결온도인 960 ℃까지 연속 가열하는

데 2시간 30분  유지 1시간 30분 후 공기 분 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상온

까지 로냉시킨 Li-doped NiO 양극 소결체의 SEM/EDS 분석 사진을 Fig. 

7.1.2.19에 나타내었는데 표면의 입자 일부가 용융되었고 Ni, O원자가 표면에

서 주로 검출되었다. 

   (나) Li2CO3을 이용한 Li-doped NiO 형 극 제조

      ① Li2CO3을 이용한 Li-doped NiO 분말 개질

         라스틱 용기에 zirconia ball (ZrO2, 직경 5 mm) 261.7 g, NiO 

(Aldrich Chemical Company, 최  입도 10 ㎛)  Li2CO3 분말 각각 250.4 

g  38.7 g과 에탄올 111 g을 넣고 매우 격렬하게 흔들면서 에탄올 53 g와 

80 g를 첨가하여 50 rpm으로 약 24 시간 ball milling시킨 후 세라믹 

슬러리와 ball을 분리시켰다. 분리된 세라믹 슬러리 161 g에 zirconia ball 

(ZrO2, 직경 5 mm) 574 g과 건조한 NiO 분말  바인더로 

polyethyleneglycol(PEG) #40000 입자를 각각 85 g과 4.35 g을 넣고 다시 50 

rpm으로 약 24 시간 ball milling시켰다. 2차 ball milling 완료 후 세라믹 슬

러리와 ball을 분리시키고, slurry를 70 ℃ oven에서 건조 시켜 막자사발로 

분쇄하여 425 ㎛ size의 체로 걸러서 Li-doped NiO 분말을 수집하 다. 

      ② Li2CO3을 이용한 Li-doped NiO 성형체의 소결  특성 평가

         분쇄된 Li-doped NiO를 내경 13 mm, 두께 1.1 mm의 실리콘 재질

의 호스에 충 하고 양 끝을 실리콘 마개로 하 다. 이 게 충 된 

Li-doped NiO powder를 등압 성형기 (cold isostatic press)에 넣고 약 20

에 성형 압력인 2000 bar까지 도달시킨 다음, 2000 bar에서 10 간 유지시켜 

등압 성형을 완료시키고, 갑작스런 감압으로 Li-doped NiO 세라믹 성형체의 

손이나 기타 손상을 방지하고자 서서히 감압하 다. 성형 공정이 완료된 

성형체는 실리콘 고무 튜 에서 조심스럽게 인출하여 소결 공정에 들어갈 

때까지 손이나 손상되지 않도록 취 에 유의하여 보 하 다. 

  이 성형체를 상온 기분 기 하에서 binder burn-off 온도 500 ℃까지 12

시간에 가열하고 이온도에서 3시간 유지시킨 후 소결 온도인 1200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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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까지 각각 10시간 는 12시간 동안에 재차 가열하고, 이 온도에서 

각각 5시간(1200 ℃) 는 3시간(1400 ℃) 유지시킨 후 상온 까지 로냉하

다. 이 NiO 1200℃ 소결체의 기 도도는 Fig. 7.1.2.20과 같이 650 ℃에서 

약 23 siemens 정도로 1400 ℃ 소결체에 비해서 약 30% 가량 감소하 고 

소결체의 충  정도는 1400 ℃ 소결체와 거의 비슷하거나 조  낮았다.  

  Fig.7.1.2.21의 표면 SEM, EDS 사진을 보면 표면의 기공이 찰 되는데 

이는 극의 표면  증가를 해서 좋은 듯 하며 역시 Ni, O 이외의 원소는 

찰되지 않았다.

                     (a) electrical conductivity             

                      (b) Seebeck coefficient

Fig. 7.1.2.20. Electrical conductivity and Seebeck coefficient change with   

    temperature in air for Li-doped NiO rod sintered at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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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option : All elements analyzed (Normalised) 

 

Spectrum O Ni Total 

    

4-1 0.58 99.42 100.00 

4-2 9.44 90.56 100.00 

    

    

    

Max.             9.44 99.42  

Min.             0.58 90.56  

 

 

All results in Weight Percent 

 

Fig. 7.1.2.21. SEM/EDS morphology of Li-doped NiO compact sintered at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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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LiCoO2 형 극의 제조  특성 평가

      LiCoO2의 경우 등압 성형 시 분말의 결합력이 우수하므로 별도의 

binder를 첨가하지 않고 구입한 시약 상태의 LiCoO2 분말 (Cerac Inc., 최  

입도 -325 mesh, 순도 99.5%)을 그 로 등압 성형 공정에 사용하 다. 이와 

같이 binder를 첨가하지 않으면 진공 소결 공정의 효율을 높이고 진공 소결 

장비를 오염시키지 않는 이 이 있다. 그리고 보다 조 하게 성형된 소결체

의 기 도도 변화를 고찰하기 하여 LiCoO2 세라믹 극을 1600 기압과 

2500 기압 하에서 성형하 다.

  그 결과 1600 기압  2500 기압에서 성형된 LiCoO2의 XRD는 Fig. 

7.1.2.22와 같이 기압에 무 하게 기 성분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Fig. 7.1.2.23에 도시된 기 도도를 보면 1600 기압에서 제조된 소

결체가 650 ℃에서 약 0.75 siemens 정도로 2500 기압 소결체의 값에 비해서 

약 15% 가량 감소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7.1.2.22. XRD result of LiCoO2 sintered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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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2.23. Electrical conductivity change with temperature for LiCoO2   

             sintered rod.

  (6) Sb-doped SnO2 형 극의 제조  특성 평가

   (가) Sb-doped SnO2 master mixture ball milling 

        라스틱 용기에 zirconia ball (ZrO2, 직경 5 mm) 30 g와 SnO2, 

CuO  Sb2O3 분말(입도 ～1㎛)을 각각 50 g, 6.7 g  7.7 g 넣고, 바인더

로 polyethyleneglycol(PEG) #40000 입자 1.37 g과 함께 에탄올 45 g을 첨가

한 후 매우 격렬하게 흔들면서 에탄올 45 g을 추가하고 50 rpm에서 약 24시

간 동안 ball milling하 다. Ball milling 완료 후 세라믹 슬러리와 ball을 분

리시키고 분리된 세라믹 슬러리를 70 ℃ oven에서 건조시켜 막자사발에서 

분쇄한 다음 425 ㎛ size의 체로 걸러서 Sb-doped SnO2 분말을 얻었다. 

   (나) Sb-doped SnO2 mechanical mixing 

        Ball milling 공정 종료 후 막자사발에서 분쇄하여 425 ㎛ size의 체 

(sieve)로 거른 Sb-doped SnO2 gel 분말 64.4 g과 상용화되어 시 되고 있는 

미국 Sigma-Aldrich사 제품의 시약 등  (순도 99% 이상, 입도 1 ㎛정도)의 

undoped-SnO2 분말 198 g을 혼합하 다. 이 세라믹 혼합체에 이와 동등한 

부피의 zirconia ball (직경 약 5 mm)을 넣어 60 rpm의 속도로 8 시간 동안 

mechanical ball mixing을 실시한 후 세라믹 혼합체와 zirconia ball을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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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25 ㎛ size의 체로 걸러서 균질한 Sb-doped SnO2와 undoped-SnO2의 

혼합체 분말을 만들었다.  

   (다) Sb-doped SnO2 CIP 성형체의 소결  특성 평가 

        425 ㎛ size의 체로 거른 Sb-doped SnO2와 undoped-SnO2 (순도 

99.9% 이상, 입도 1 ㎛ 정도의 미국 Sigma-Aldrich 사 제품)의 혼합체 분말

을 내경 22.5 mm, 두께 2.5 mm의 실리콘 재질의  (tube)에 충 시키고 양 

끝을 실리콘 마개로 하 다.

  이 게 충 된 Sb-doped SnO2와 undoped-SnO2 분말을 상온 등압 성형기 

(cold isostatic press)에 넣고 약  20 에 성형 압력인 2000  bar 까지 도달

시킨 다음, 2000 bar에서 10 간 유지한 후, 약 10 에 1 기압까지 감압 

시켰다. 이 게 얻은 SnO2 혼합물의 성형체를 분쇄하여 425㎛ size로 걸러 

분말화 하 다.   

  1차 냉간 등압 성형 후 분쇄한 Sb-doped SnO2와 undoped-SnO2 분말을 

다시 내경 10.6 mm, 두께 1.1 mm의 실리콘 재질의  (tube)에 충 시키고 

양 끝을 실리콘 마개로 하 다.

  재충 된 Sb-doped SnO2와 undoped-SnO2 분말을 2차 상온 등압 성형기 

(cold isostatic press)에 넣고 다시 약  20 에 성형 압력인 2000 bar 까지 

도달시킨 다음 2000 bar에서 10 간 유지하고, 갑작스런 감압으로 인한 

Sb-doped SnO2와 undoped-SnO2 세라믹 성형체의 손이나 기타 손상을 방

지하고자 1 기압까지 감압 시키는데 약 10  걸리도록 상온 등압 성형기를 

조작하 다. 성형 공정이 완료되면 성형체를 실리콘 고무 튜 에서 조심스럽

게 꺼내어 소결 공정에 들어갈 때 까지 손이나 손상되지 않도록 취 에 

유의하여 보 하 다.

  이 성형체를 상온 기분 기 하에서 binder burn-off 온도 500 ℃까지 12

시간에 가열하고 이 온도에서 3시간 유지시킨 후, 재차 소결 온도인 1200 ℃ 

까지 10시간에 가열하고, 이온도에서 5시간 유지한 다음 공기 분 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상온까지 로냉하 다. 

  이와 같이 제조된 소결체의 열  data 즉 Sb-doped SnO2의 기 도도

는 Fig. 7.1.2.2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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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약 620 ℃ 이후에는 감소하 고, XRD 분석에서는 Fig. 7.1.2.25와 같

이 SnO2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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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2.24. Electrical conductivity change with temperature for Sb-doped  

             SnO2 sintered rod.

              

Fig. 7.1.2.25. XRD Reslt of Sb-doped SnO2 sintered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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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결론

  (1) Slip 주조방식 신 CIP 성형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경제 이고 효율   

     으로 형 세라믹 산화 극을 제조하 다.

  (2) Fe3O4, SnO2, NiO, LiFeO2  LiCoO2를 후보 세라믹 극재료로 선정  

     하여 ball milling, mechanical mixing, CIP 성형  binder burn-off,   

     소결 공정을 개발하여 시험 극을 제조하 다.

  (3) NiO 1200 ℃ 소결체의 기 도도는 650 ℃에서 약 23 siemens 정도  

     로 1400 ℃ 소결체에 비해서 약 30% 가량 감소하 고 소결체의 충    

     정도는 1400 ℃ 소결체와 거의 비슷하거나 조  낮았다.

  (4) LiCoO2의 기 도도는 1600 bar에서 제조된 소결체가 650 ℃에서 약  

      0.75 siemens 정도로 2500 bar 소결체의 값에 비해서 약 15% 가량 감  

      소하 다.

  (5) Sb-doped SnO2의 기 도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격히 증가  

     하다가 약 620 ℃ 이후에는 감소하 다.

  (6) 한 dopant와 parent oxide powder를 단순 혼합하여 기 도도는  

      향상시킬 수 있었으나 해환원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성능요건을 만족  

      시킬 수 없어 반 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3. 일체형 Cathode  Anode 극 최 화 기술개발

 가. Cathode 극재질 선정  평가

    LiCl-Li2O 용융염계에서 10 g U3O8/batch 규모의 해환원장치를 이용

하여 음극의 극재질에 따른 우라늄산화물의 해환원 특성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해환원장치에 이용되는 일체형 음극은 원공 을 한 고체

극, 우라늄산화물 그리고 우라늄산화물을 담는 다공성 용기(멤 인)로 

구성된다. 멤 인 재료로는 325 mesh 스테인 스강 막과 다공성 마그네시

아 도가니를 사용하 다. 일체형 음극의 재질에 따른 LiCl-3wt% Li2O계와 

U3O8-LiCl-3wt% Li2O계의 cyclic voltammetry 결과로부터 해환원 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하 다. 일체형 음극 재질에 따른 우라늄산화물의 직   

간  해환원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325 mesh 스테인 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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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사용하여 직   간  해환원으로 속 환을 수행하 을때 낮은 

류효율로 인해 우라늄산화물을 속우라늄으로 환원시키지 못했으며, 마그

네시아 다공성 도가니를 사용하여 간  해환원으로 속 환을 수행하

을 때는 높은 류효율로 인해 우라늄산화물을 속우라늄으로 환원시킬 수 

있었다.

  (1) 서론

      많은 반응성 속들을 순수한 속 형태로 얻기 해서 복잡하고 고비

용의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체한 기화학  환원방법이 최근 제안

되었다. 즉 속산화물을 고온용융염 매질에서 해분해하여 산소를 제거하

고 순수한 속으로 환원하는 고온 야  공정이다 [7.1.3.1, 7.1.3.2]. 기화학

 환원공정은 기존 공정과 비교해 볼 때 신속하고 단순한 공정이므로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과 다양한 속산화물에 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Chen 등은 용융 칼슘염화물에서 티타늄산화물을  티탄늄 속으로 환

원시켜는 직  기화학  환원반응을 제안하 다 [7.1.3.2]. 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 에서는 bench 규모의 환원장치에서 cyclic 

voltammetry를 통해 우라늄산화물에 한 기화학  환원법에 한 실험 

결과를 보고하 고, 고용량 환원반응셀 (high-capacity reduction cell, HCR 

cell)을 제작하여 3 kg 규모의 UO2 환원실험을 수행하 다 [7.1.3.3, 7.1.3.4]. 

Gourishankar 등 [7.1.3.5]은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속산화물의 해환원

에 한 메카니즘을 직 해환원법  간 해환원법 등 두 가지의 반응

메카니즘으로 분류하 다. 간 해환원법은 Li2O의 환원 에서 해환원

반응을 진행시켜 Li2O에서 리튬 속을 얻고 이 리튬 속과 속산화물이 화

학반응을 일으켜 속산화물을 속으로 환원시키는 메카니즘이다. 그리고 

직 해환원법은 속산화물이 자이동에 의해 산소가 제거되어 직 으

로 속으로 환원되는 메카니즘으로 간 해환원법과 같이 환원된 리튬

속이 필요치 않는 메카니즘이다. Li 등 [7.1.3.6]은 bench 규모의 환원장치를 

사용하여 LiCl-Li2O 용융염계에서 UO2을 해환원 실험 결과를 보고 하

다. 이때 bench 규모의 환원장치에 사용된 음극 바스켓은 그 외벽이 325 

mesh 스테인 스강 막으로 싸여진 음극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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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켓으로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을 사용하여 LiCl-Li2O 용융염계에

서 U3O8의 해환원 실험을 수행하 고 그 결과를 보고하 다 [7.1.3.7]. 본 

연구에서는 해셀의 음극재질로 ANL에서 사용되어지는 325 mesh 스테인

스강 막과 KAERI에서 사용되어지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을 상

으로 우라늄산화물의 해환원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2) 실험장치

      해환원 실험은 Fig 7.1.3.1처럼 10 gU3O8/batch 기화학 반응기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해환원반응기는 항가열로, K-타입 열 , 알루미

나  마그네시아 도가니, 양극, 음극, 기  극 그리고 Ar 가스 공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반응기의 상부 랜지에는 냉각자켓을 부착시켜 용융

염이 휘발되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반응기 상부를 냉각시켰다. 해셀 

반응기는 마그네시아 도가니로 사용하 고 그 외부는 알루미나 도가니로 고

정시켜 STS로 이루어진 반응기 외벽과 연되도록 하 다. 마그네시아 도가

니의 내경은 7.1 cm이다. 음극은 스테인 스강의 도체와 우라늄산화물을 

담지하는 스테인 스강 막 는 마그네시아 멤 인으로 이루어진 일체형 

음극이다. 스테인 스강 막을 이용한 음극일 경우, 325 mesh의 스테인 스강 

막을 일정한 크기의 구멍이 뚫린 바스켓을 5번 정도 감아 만든 음극이다. 양

극으로는 외경 6 mm에 두께가 1 mm인 백  튜 를 사용하 고 바닥은 

막힌 형태이다. 3 개의 백 양극을 해셀에 설치하여 해환원실험을 수행

하 다. 직경이 3 mm인 백 을 기 극으로 사용하여 음극  양극의 

를 측정하 다. 기화학  실험을 수행하기 해 potentiostat는 WonA 

Tech 사의 WMPG 1000 Multichannel Potentiostat/Galvanostat 모델을 사용

하 고 WMPG 1000 ver. 3.00 로그램을 통해 기화학  제어  데이터 

수집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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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3.1. 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electrolytic reduction using an 

integrated cathode with a 325-mesh stainless steel screen.   

①Mass Flow controller ②Thermocouple ③Furnace ④Water 

cooling jacket ⑤MgO crucible ⑥Al2O3 crucible ⑦LiCl-Li2O 

Molten Salt ⑧U3O8 ⑨Anode ⑩Integrated cathode assembly  

⑪Pressure gauge 

해환원실험에 사용된 염 LiCl과 Li2O는 Alfa AESAR 사의 제품으로 각각 

20 mesh 99.6%의 순도와 99.5%의 순도를 가진 무수물이다. 이 때 Li2O의 

양은 3 wt%이다. 해환원실험는 650 ℃의 조업온도로 진행되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우라늄산화물은 U3O8 powder이다. U3O8 powder를 담지하는 일체형 

음극의 재질은 구멍뚫린 스테인 스강 바스켓에 325 mesh 스테인 스강 막

으로 둘러싼 멤 인과 기공률이 22 ∼ 25%인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

이다. 

  (3) 극재질에 따른 우라늄산화물의 속 환특성 평가

      일체형 음극 극의 재질에 따른 우라늄산화물의 속 환 특성을 알아

보기 해 먼  각 음극 극을 사용하여 cyclic voltammetry로부터 우라늄산

화물의 해환원 메카니즘을 알아보았고 그 결과로부터 일정 류 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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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하에서 일체형 음극 극의 재질에 따른 우라늄산화물의 해환원 특성

을 알아보았다. 우라늄산화물의 해환원 메카니즘을 알아보기 해 

U3O8-LiCl-3 wt% Li2O 계에서 cyclic voltammetry를 용하여 U3O8과 Li2O

의 환원 를 측정하 다.  Li2O와 U3O8은 음극에서 환원되어지며 양극에서

는 산소이온이 산화되어 산소기체를 발생시킨다. 

  Fig. 7.1.3.2는 우라늄산화물이 없는 650 ℃의 LiCl-3 wt% Li2O 용융염계

에서 스테인 스강 막을 음극으로 사용했을 때의 cyclic voltammogram을 나

타낸 것이다. Fig. 7.1.3.2에서 보는 것처럼 Li2O의 환원 피크 는 약 -1.8 

V (피크 A)이며 이 에서 리튬이온이 리튬 속으로 환원되어진다. 그리

고 리튬 속의 산화 피크 는 약 -1.52 V (피크 B) 으로 나타났다. 

  Fig.7.1.3.3은 스테인 스강 막을 음극으로 이용한 해셀에서 U3O8-LiCl-3 

wt% Li2O 용융염계의 cyclic voltammogram을 나타낸 것이다. Fig.7.1.3.3에

서 보는 것처럼 U3O8와 Li2O의 환원피크 는 각각 -1.40 V와 -1.88 V(피

크 A와 B)이다. 이 때 Li2O의 환원피크 는 Fig.7.1.3.2의 LiCl-3 wt% 

Li2O 계에 한 Li2O의 환원피크 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

고 환원된 우라늄  리튬 속은 각각 약 -1.32 V와 -1.69 V(피크 A'와 

B')에서 산화피크 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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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3.2. Cyclic voltammogram of stainless steel conductor with a 

stainless basket in LiCl-3 wt% Li2O molten salt at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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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3.3. Cyclic voltammogram for a 325-mesh stainless steel screen 

loaded with U3O8 in a LiCl-3 wt% Li2O molten salt at 650 ℃. 

  U3O8-LiCl-3 wt% Li2O 계에 한 cyclic voltammetry의 결과로부터 우라

늄산화물의 해환원에 한 메카니즘을 고찰할 수 있다. Gourishankar 등

[7.1.3.5]이 제시한 것처럼 직  해환원법과 간  해환원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셀에서 음극에 인가되는 가 -1.88 V보다 음극 으로 더 큰 

일 때는 다음과 같이 음극에서는 Li2O에서 리튬 속이 환원되어지고 

환원된 리튬 속이 우라늄산화물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우라늄 속으로 환

원시키며 양극에서는 산소이온이 산소가스로 산화되어진다. 그와 같은 메카

니즘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반응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간  해

환원법이라 한다.   

       Li2O → 2 Li+ + O2-                 (7.1.3.1)

       2 Li+ + 2 e- → 2 Li   (7.1.3.2)

       U3O8 + 16 Li → 3 U + 8 Li2O   (7.1.3.3)

       O2- → 1/2 O2 + 2 e
-   (7.1.3.4)

해셀에 인가되는 음극 가 -1.40 V에서 -1.88 V 사이 일 때, 우라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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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다음과 같이 Li2O의 환원에 의한 리튬 속 생성없이 직  환원된다.

       U3O8 + 16 e
- → 3 U + 8 O2-   (7.1.3.5)

       8 O2- → 4 O2 + 16 e
-   (7.1.3.6)

       U3O8 → 3 U + 4 O2   (7.1.3.7)

  Fig. 7.1.3.4는 일체형 음극 극의 재질에 따른 U3O8-LiCl-3 wt% Li2O 계

에 한 cyclic voltammogram을 비교한 그림이다. Park 등[7.1.3.8]은 U3O8 

powder를 담지하는 일체형 음극 극의 재질로 325 mesh 스테인 스강 막을 

사용하지 않고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Fig. 7.1.3.4에서 보는 것처럼 U3O8과 Li2O의 환원피크 를 살펴보면 두 멤

인에 해 각각 약 -1.3 ∼ -1.4 V (피크 A와 a)  약 -1.8 ∼ -1.9 V

(피크 B와 b)로 비슷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일체형 음극 극의 재질에 

따른 환원피크 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환원된 

리튬 속의 산화피크 (피크 B'와 b')는 스테인 스강 막  다공성 마그

네시아 멤 인에 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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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3.4. Comparison of the cylic voltammograms for a 325-mesh 

stainless steel screen and a porous magnesia membrane 

loaded with U3O8 in LiCl-3 wt% Li2O molten salt at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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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1.3.5는 325 mesh 스테인 스강막을 음극재료로 사용하여 650 ℃의 

LiCl-3 wt% Li2O 용융염계에서 일정한 압을 해셀에 인가하여 우라늄산

화물을 해환원시킨 chronoamperogram을 나타낸 것이다. U3O8-LiCl-3 

wt% Li2O 계에 한 cyclic voltammetry 결과로부터 해셀에 -1.8 V의 일

정 압을 인가하여 우라늄산화물이 직 해환원법에 의해 우라늄으로 환원

되는 해반응을 수행하 다. Fig. 7.1.3.5에서 보는 것처럼 반응 기에는 

해셀 계는 불안정하게 시작하 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안정이 되었

고 각 샘 링 때 측정 가 흔들렸지만 곧 안정된 값을 찾아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극 가 0.2 V로 안정 으로 진행되다가 반응이 끝날 때 

0.58 V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극 가 증가한다는 것은 양극으로 

이동되는 산소이온의 농도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음극에 있는 

우라늄산화물의 해환원반응이 종료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직 해

환원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Li2O의 농도는 일정시간동안 거의 일정하게 유지

되지만 장시간동안 해환원반응이 진행되면서 아주 조 씩 감소하게 됨을 

확인하 다. 즉, 3 wt% Li2O의 농도는 해환원반응 기인 약 5시간 진행

된 후에는 2.55 wt%가 되었고 이 농도는 일정 반응시간 동안에는 거의 일정

하게 유지되다가 230여시간의 해환원반응이 진행되면서 Li2O 농도가 서서

히 감소하여 반응종결시 에서는 1.43 wt%가 되었다. 이는 장시간 동안 

해환원반응이 진행되면서 은 양의 리튬 속이 꾸 히 생성되었기 때문인

데 이는 해셀에 인가된 일정 압이 -1.8 V인데 이 압은 Li2O가 분해되

는 환원  -1.88 V와 아주 가까워 Li2O로부터 Li 속이 환원되었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압에 해 해셀에 생성된 류는 

기 0.06 A에서 해환원반응의 진행에 따라 0.24 A까지 상승하 다. 

  직 해환원방법에 의해 환원된 생성물을 XRD 분석법으로 분석해 본 결

과 Fig. 7.1.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원된 생성물은 UO2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325 mesh 스테인 스강 막을 이용하여 직 해환원법으로 우라

늄산화물을 우라늄 속으로 환원시키지 못하고 U3O8이 UO2까지 환원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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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3.5. Chronoamperogram of the direct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in LiCl-3 wt% Li2O salt with a 325-mesh stainless steel 

screen. The applied cathode potential is -1.8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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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3.6. XRD pattern of the direct electrolytic reduction of uranium 

oxide using a 325-mesh stainless steel screen in LiCl-3 wt% 

Li2O salt at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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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을 이용하여 우라늄산화물을 직 해환원시

키는 실험을 수행하 고 Fig.7.1.3.7은 그 결과를 나타내는 

chronoamperogram이다. U3O8-LiCl-3 wt% Li2O 계에 인가된 일정 압은 

Li2O의 환원 보다 양극 인 -1.6 V이며, 해셀에 가해진 류는 5∼10 

mA이다. 이  325 mesh 스테인 스강막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은 양의 

류가 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 항이 큰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에 의한 향임을 생각할 수 있다. 해환원반응이 장시간(276시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셀에 가해진 류가 아주 작아 류효율이 떨

어지게 되었고 이로인해 우라늄산화물을 우라늄 속으로 환원시키지 못하

고 이  결과처럼 UO2로만 환원시켰음을 확인하 다. 이 때 Li2O의 농도는 

기 반응 5시간 이후 2.78 wt% 고 반응종결시 에는 2.14 wt%로 감소하

다. 이러한 Li2O 농도의 감소는 리튬 생성에 의한 감소라기보다 일체형 음

극에 있는 우라늄산화물과 Li2O가 결합하여 lithium uranate(LixUyOz) 형성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는 해셀에 가해진 압이 Li2O의 환원

보다 양극 인 압이고 한 이온화된 산소이온에 의해 일체형 음극에서 

Li2O의 활동도가 국부 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Li 속이 생성되지 않고 

lithium uranate가 형성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7.1.3.9]. 따라서 스테인 스

강 막을 음극재료로 사용했을 때의 chronoamperometry와 비교해볼 때 Li2O

의 농도의 감소가 훨씬 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차이는 음극재료의 차이

보다는 인가 압에 의한 향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스테인 스강 막

을 이용한 직 해환원반응의 경우 -1.8 V의 인가 압이 고 다공성 마그

네시아 멤 인을 이용한 직 해환원반응의 경우 -1.6 V의 인가 압으로 

스테인 스강 막을 이용한 직 해환원반응의 경우 리튬 속이 더 많이 

환원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일체형 음극으로 325 mesh 스테인 스강 막을 사용하여 LiCl-3wt% 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산화물을 우라늄 속을 해환원시키는 chronopotentio 

-metry( 시간 차법)를 수행하 다. Fig.7.1.3.8은 해셀에 0.3 A의 일정

류를 인가하 을 때 속 환에 한 chronopotentiogram을 나타낸다. 

U3O8-LiCl-3wt% Li2O 계에 일정 류 0.3 A를 인가하 을 때 Fig.7.1.3.8에서 

보는 것처럼 음극에 가해진 압은 3시간 이후 격히 음극 으로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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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3.7 Chronoamperogram of the direct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in LiCl-3 wt% Li2O salt with a porous magnesia membrane. 

The applied potential is -1.6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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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3.8. Chronopotentiogram of indirect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in 

LiCl-3 wt% Li2O salt with a 325-mesh stainless steel screen. 

The applied current is 0.3 A.



- 534 -

2-Theta Scale

20 40 60 80

Li
n 

(c
ou

nt
s)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UO2

Li2O의 환원 인 -1.88 V보다 음극 으로 커지므로 Li2O의 환원반응이 진

행되어 Li 속이 생성하게 되고 환원된 Li 속으로 인해 우라늄산화물이 

우라늄 속으로 환원되는 간 해환원법을 따르게 된다. 일체형 음극의 멤

인이 스테인 스강이기에 환원된 리튬 속은  주로 325 mesh 강막에 

착되어질 것으로 측되어진다. 한편 Li2O의 농도는 기 2.84 wt%에서 반

응종결싯 에 2.40 wt%로 감소하 다. Faraday 법칙에 의하면 류효율이 

100%일 경우 반응종결 싯 에서의 Li2O의 농도는 1.02 wt%여야 한다. Li2O

의 농도에 한 실험 결과가 이론  계산 농도보다 많이 높은데 이러한 차

이는 Li2O로부터 환원된 Li 속이 스테인 스강에 착되어진 후 양극에서 

발생된 O2와 반응을 하여 재산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양극과 

음극의 간격이 비교  가깝게 치하기 때문에 충분히 재산화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ANL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해 양극에 마그네시아 덮개

(MgO shroud)를 사용하여 산화된 O2 가스가 잘 배출되도록 하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Li이 재산화 되지 않도록 양극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체형 

음극내에 있는 환원된 생성물을 XRD 분석법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환원된 생성물은 Fig.7.1.3.9와 같이 UO2로 분석되었다. 류효율이 떨어져서 

우라늄산화물이 우라늄 속으로 해환원되지 않고 UO2로 환원되어졌다. 

Fig.7.1.3.9. XRD pattern of indirect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using a 

325-mesh stainless steel screen in a LiCl-3 wt% Li2O salt at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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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325 mesh 스테인 스강 막을 이용하여 우라늄산화물을 간 해환원

법을 통해 우라늄 속으로 환원하는 실험의 결과가 좋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일체형 음극 극의 재질로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

을 이용하여 우라늄산화물을 간 해환원법을 통해 속 환 실험을 수행

한 결과 우라늄 속으로 환원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고 Fig.3.1.7.10은 간

해환원 실험에 한 결과인 chronopotentiogram을 나타낸 것이다. 

Fig.3.1.7.10에서 보는 것처럼 16시간이 지난 후 양극 가 격하게 상승하

게 되는데 이 시 이 해환원반응이 종결되는 시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

라늄산화물이 환원되면서 산소이온을 내놓게 되는데 해환원반응이 진행되

어 종결될 시 에선 우라늄산화물의 양이 어들면서 산소이온도 게 되므

로 양극 는 상승하게 된다. Li2O의 농도는 기 3.33 wt% 고 해환원

반응이 진행되면서 반응 종결시 에서 1.26 wt%로 감소하 다. 환원된 속

환체를 XRD 분석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Fig.7.1.3.11처럼 우라늄 속으로 

환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라늄산화물의 속 환율을 측정하기 

해 열 량측정법(Thermogravimetry, TG)을 이용하 다. 먼  일체형 음극

극내의 환원된 속 환체에는 용융염이 함께 있으므로 이를 잘 세척한 후 

TG 분석을 수행하 다. 속 환체에 존재하는 성분들이 우라늄, UO2 그리

고 U3O8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할 때, 환원된 우라늄 속과 UO2가 온도가 

증가하면서 공기와 반응하여 U3O8이 될 때의 무게증가량을 측정함으로써 

속 환체의 속 환율을 얻을 수 있다. 이번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을 

이용하여 간 해환원법에 따라 해환원시킨 실험에서 얻은 속 환체의 

속 환율은 Fig.7.1.3.12의 TG 분석 결과 약 99.4%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 해환원법을 이용한 해환원 실험의 결과로부터 일체형 음극 극의 

재질에 따른 우라늄산화물의 속 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다. 325-mesh 스

테인 스강 막을 이용하 을 때 우라늄산화물을 우라늄 속으로 환원시키

는 데는 실패하 지만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을 이용하 을 때는 우라

늄 속으로 환원시키는데 성공하 다. 우라늄산화물의 속환원에 한 일

체형 음극 재질의 성능의 차이는 다음에 나타낸 Table 7.1.3.1처럼 각 음극 

재질의 물리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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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3.10. Chronopotentiogram of the indirect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in a LiCl-3 wt% Li2O salt with a porous magnesia 

membrane. The applied current is 0.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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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3.11. XRD pattern of the indirect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using a porous magnesia membrane in a LiCl-3 wt% Li2O 

salt at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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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3.12. TG curve for an oxidation of the reduced uranium metal in 

air. The heating rate is 10 ℃/min.

  Table 7.1.3.1에서 보는것처럼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의 경우 몇가지 

장 이 있다. 즉 내화성이 좋아 고온에서 잘 견디며, 부식에도 강하고, 열

도도가 높으며 기 도도가 낮은 장 이 있다. 이런 장 들로 인해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이 고온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산화물을 우

라늄 속으로 해환원시키는 일체형 음극재료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그네시아 멤 인은 물리  그리고 열  

충격에 약해서 잘 깨어진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마그네시아 멤 인의 

강도를 보완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스테인 스강 막의 경

우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보다 기계  안 성에서 훨씬 뛰어난 특성을 

보여 다. 그리고 325 mesh 스테인 스강 막의 경우 평균 기공의 크기는 

Table 7.1.3.1에서처럼 44 μm로, 8 μm의 평균 기공 크기를 갖고 있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보다 크기 때문에 음극에서 생산된 산소이온이 용융염

으로 이동할 때 물질 달 측면에서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보다 유리한 

장 을 갖고 있다. 하지만 325 mesh 스테인 스강 막은 음극 극에 생성된 

리튬 속이 스테인 스강 막에 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 이 있다. 325 

mesh 스테인 스강 막에 착된 리튬 속으로 인해 스테인 스강 막의 기

공을 막아 음극 내에 생성된 산소이온이 용융염상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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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g/cm3)

Melting 
point

(oC)

Specific Heat 
Capacity

(J kg-1K-1)

Electric 
Conductivity

(Ω-1cm-1)

Average pore 
size

(µm)

325 mesh stainless 
steel

(STS 304)
8.06 1400 503 8.89 x 103 44

Porous Magnesia 3.58 2800 877 ∼2.0 x 10
-11

8

함으로써 우라늄산화물의 환원반응을 해할 뿐 아니라 해셀의 류효율

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7.1.3.5]. 이로 인해 325 

mesh 스테인 스강 막은 고온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산화물을 우

라늄 속으로 해환원시키는 일체형 음극재료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7.1.3.1 Physical properties of the membranes in an integrated 

cathode assembly

  (4) 결론

      일체형 음극 극의 재질로 325 mesh 스테인 스강 막과 다공성 마그

네시아 멤 인을 이용하여 650 ℃의 U3O8-LiCl-3 wt% Li2O 계에서 cyclic 

voltammetry를 통해 U3O8  Li2O의 환원 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로부터 

U3O8  Li2O의 환원 가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산화물의 해환

원반응 메카니즘을 결정하는 요한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셀에 

인가되는 에 따라 우라늄산화물의 해환원반응메카니즘을 두 가지로 

고찰할 수 있었다. 즉, U3O8이 직  해환원되는 직 해환원법과 Li2O으

로부터 Li 속이 생성되어 U3O8와 환원반응을 일으키는 간 해환원법으

로 구분할 수 있었다. 325 mesh 스테인 스강 막을 음극재질로 이용한 경우, 

직 해환원법  간 해환원법을 통한 우라늄산화물의 속 환 실험은 

둘 다 좋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스테인 스강 막에 의한 낮은 

류효율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한편,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의 

경우, 직 해환원법으로는 우라늄산화물의 속 환의 결과가 좋지 못했지

만 간 해환원법을 통해서는 우라늄산화물을 속 환시키는데 좋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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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기 도성이 낮은 마그네시아 멤 인으로 인해 

류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나. 처리용량  류 도 최 화를 한 일체형 Cathode 극 구조 최 화  

    방안 평가

    일체형 음극 극을 이용하여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산화물을 

해환원시키는 기화학  거동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일체형 음극

극의 에 한 우라늄산화물의 충진두께,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의 

두께  기공률 그리고 일체형 음극의 고체 극 재질의 향을 알아보기 

해 chronopotentioemtry( 시간 차법)을 이용하여 해셀의 류- 압 데

이터를 얻었고 Tafel 식을 용하여 교환 류, 달계수  최 허용 류에 

한 거동을 알아보았다. 이 결과로부터 일체형 cathdoe 극의 구조를 최

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하 다.

  (1) 서론

      최근 R&D 연구에서 pyrochemical process는 기존의 습식공정과 비교

하여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안으로 많은 심을 받고 있다. 

Argonne National Laboratory(ANL)는 용융염계를 기반으로 한 pyroprocess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다 [7.1.3.10]. 리튬환원공정은 650 ℃에서 LiCl-Li 용융

염계에서 속산화물을 속 환시키는 표 인 기술이다. 일본에서는 고온

열화학 재처리 기술(pyrochemical reprocessing technology)개발에 한 다양

한 에서 리뷰를 하 다 [7.1.3.11]. 랑스에서는 pyrochemical separation

에 한 R&D 연구를 CEA/DEN에서 진행하 으며, 주요한 pyrochemical 

separation 실험을 용융 루오르화 는 염화물계에서 수행하 다 [7.1.3.12].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서는 PWR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개념인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ACP)라는 기술을 개발하 다. 

ACP 공정의 특징은 사용후핵연료의 발열량  방사성을 1/4로 감소키며 처

분장에 축 되어지는 처분량을 감소시키는데 목 이 있다. ACP 공정  

해환원공정(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ER process)은 LiCl-Li2O 용융염

계에서 우라늄산화물을 우라늄으로 기화학 으로 속 환시키는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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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정이다. ER 공정은 ANL에서 개발된 리튬환원공정과 비교해 볼 때 기

술  안정성, 경제  잠재력 그리고 핵확산 항성에서 좋은 장 을 갖고 있

다. KAERI는 우라늄산화물의 기화학  환원에 한 Lab 규모 연구를 수

행하여 좋은 실험결과를 얻었다 [7.1.3.7]. Chen 등은 칼슘염화물 용융염에서 

티타늄산화물을 직   기화학  환원법을 통해 티타늄 속으로 환원시킬 

수 있음을 제안하 다 [7.1.3.2]. 

  이번 연구에서는 처리용량  류 도 향상을 한 일체형 Cathode 구조 

최 화를 알아보기 해 해셀의 류-  계에 향을 미치는 일체형 

음극 극의 구조 특성을 연구하 다. 일체형 음극 극에 충진되는 우라늄산

화물의 충진층의 두께, 마그네시아 멤 인의 두께  기공률, 고체 

conductor의 재질의 변화에 따른 인가 류에 한 음극의 과 압을 측정하

으며 Tafel 식으로부터 해셀의 교환 류, 달계수  최 허용 류 도를 

구하여 해환원특성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2) 실험장치  방법

      해환원 실험에 사용된 해환원반응기의 그림은 Fig. 7.1.3.13과 같으

며 이는 앞 에서 언 했던 반응기인 Fig. 7.1.3.1과 같은 반응기로 일체형 

Cathode의 멤 인의 재질로 스테인 스강 막이 아닌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을 용한 반응기이다. 반응기의 크기는 이 과 동일하게 10 g 

U3O8/batch 규모의 기화학  반응기이다. 반응기에 한 설명과 해반응

에 사용된 시약  재료들은 앞 에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기화학  

실험을 수행하기 한 potentiostat 한 이 과 동일한 WonA Tech 사의 

WMPG 1000 Multichannel Potentiostat/Galvanostat 모델을 사용하 고 

WMPG 1000 ver. 3.00 로그램을 통해 기화학  제어  데이터를 수집

하 다. 

  우라늄산화물의 속 환에 한 해셀의 특성을 알아보기 해 실험방

법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먼  LiCl를 반응셀에 일정량 넣은 후 기

항로를 이용하여 반응셀을 650 ℃까지 차 으로 가열한다. 이 때 고순도 

알곤 가스를 일정한 유속으로 반응기로 유입시켜 해환원반응셀의 내부를 

알곤 분 기로 유지하도록 하 다. 특히, 반응기 내에 존재하는 산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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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등 불순물을 제거하기 해 상온, 300 ℃, 650 ℃ 각각의 온도에서 알곤 

가스를 반응기셀에 0.5 kg/cm2의 압력까지 채운 후 밸 를 열어 반응기셀에

서 알곤 가스가 나가도록 하 고 이를 20회 반복하 다. 그 이후 용융된 

LiCl에 일정량의 Li2O를 용해시켜 LiCl-3 wt% Li2O 용융염계가 되도록 한

다. 해화학반응 단계에서는 일정 류를 해셀에 인가하는 시간 차법

을 사용하여 우라늄산화물의 속 환을 진행하 다. 해환원반응을 진행시

키면서, 용융염  Li2O 농도를 일정한 시간마다 측정하여 감소하는 Li2O의 

양을 측정하 다. Li2O의 농도는, 석  튜 를 이용하여 1.0 ∼ 1.5 g의 용융

염 샘 을 채취한 후 이를 0.1 N HCl 용액과 페놀 탈 인 지시약을 사용하

여 정하여 분석하 다. 

Fig.7.1.3.13. 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electrolytic reduction using an 

integrated cathode with a porous magnesia membrane.      

①Mass Flow controller ②Thermocouple ③Furnace ④Water 

cooling jacket ⑤MgO crucible ⑥Al2O3 crucible ⑦LiCl-Li2O 

Molten Salt ⑧U3O8 ⑨Anode ⑩Integrated cathode assembly 

⑪Pressure gauge

  (3) 일체형 Cathode 극 구조에 따른 우라늄산화물의 속 환특성

      우라늄산화물의 속 환에 한 일체형 cathode의 극구조의 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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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셀의 류-  곡선으로부터 기화학  특성들을 검토함으로써 그 

향을 알아볼 수 있다. 우라늄산화물의 속 환에 한 류-  곡선은 

해셀에 시간 차법을 용하여 얻을 수 있다. Fig. 7.1.3.14는 일정 류 

-0.4 A를 해셀에 인가했을 때의 chronopotentiogram을 나타낸다. 해셀에 

가해진 음극의 는 Fig. 7.1.3.14에서 보는 것처럼 리튬산화물의 환원피크

(-1.88 V)보다 음극 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음극 극의 고체 도체

(conductor) 표면에서 리튬 속이 형성되어진다. 이는 환원된 리튬 속에 

의해 우라늄산화물이 화학  반응에 의해 환원되는 간 해환원 메카니즘

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7.1.3.13]. Fig. 7.1.3.14에서 우라늄산화물의 해환

원 반응의 기에는 음극  양극의 가 안정 이지 못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안정을 찾는다. 일정한 이시간, τ이 흐른 후 해셀의 값

들이 안정을 찾는데 이 때 안정된 값들이 인가한 류에 한 해셀의 

음극  양극 가 된다. 해셀에 인가하는 류를 변화시키면서 그에 따

른 해셀의 안정 인 를 얻음으로써 일체형 cathode의 구조 변화에 따

른 해셀의 우라늄산화물의 속 환에 한 기화학  특성들을 평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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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3.14. Chronopotentiogram of the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in a 

LiCl-3 wt% Li2O salt at 650℃. The applied current is -0.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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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3.15. Plot of the potential of the cathode and the anode vs. the 

applied current density with regard to the layer thickness of 

the uranium oxide.

  Fig. 7.1.3.15는 일체형 cathode 음극에서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과 

고체 도체 사이에 충진되는 U3O8의 충진층 두께를 변화시키면서 인가 류

에 한 해셀의 음극  양극의 를 측정한 류-  곡선을 나타낸

다. Fig. 7.1.3.15에서 보는 것처럼 우라늄산화물의 충진층이 두꺼워질수록 음

극의 는 우라늄산화물의 항의 증가로 인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만약 인가 류에 한 음극  계에서 i=0 일때의 외삽으로 구한 

를 환원반응의 평형 라고 할 때, 각 인가 류에 해서 음극 와 평

형 의 차이로부터 과 압(overpotential)을 계산할 수 있다. 해셀이 충분

히 교반되거나 해셀에 인가되는 류가 낮아서 류에 한 물질 달의 

향이 없다고 한다면 인가 류와 과 압의 계를 다음과 같은 

Bultler-Volmer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7.1.3.8)

과 압이 클 경우, Butler-Volmer 식은 다음과 같이 Tafel 식으로 근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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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7.1.3.9)

Fig. 7.1.3.15에 나타난 데이터의 한 로, 일체형 cathode에 충진된 U3O8의 

충진층의 두께가 5.5 mm일 때, 해셀에 인가된 류가 0.4, 0.8, 1.2 그리고 

1.6 A에 상응하는 해셀의 음극의 과 압은 각각 60, 190, 260 그리고 310 

mV 다. 이 경우 과 압이 크기 때문에 과 압과 인가 류의 계를 설명하

는 Tafel 거동을 용할 수 있다. U3O8의 충진층의 두께가 5.5 mm 일 경우

에 해 과 압  인가 류 데이터로부터 Tafel 식을 용하여 교환 류  

달계수를 선형회귀법으로 바로 구할 수 있었다. 한편, U3O8-LiCl-Li2O 계

에 한 셀 는 650 ℃에서 LiCl의 분해 (decomposition potential)인 

3.46 V를 과하지 않도록 해환원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그 지 않을 경우 

Cl2가 발생하여 장치 부식에 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셀

가 LiCl 분해 를 과하지 않는 조건으로부터 최 허용 류를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U3O8 충진층의 두께에 따라 각 해셀의 교환 류, 달

계수  최 허용 류를 구할 수 있었고 이를 Table 7.1.3.2에 나타내었다. 

Table 7.1.3.2 Exchange currents, transfer coefficients and maximum 

allowable current densities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verpotential and the applied current with regard to 

the layer thickness of the uranium oxide

Layer thickness of 

the uranium oxide

(mm)

Exchange current

(A)

Transfer 

coefficient (α)

Maximum 

allowable current 

density, (A/cm2)

4.5 0.28 0.61 1.57

5.5 0.28 0.44 1.55

6.5 0.29 0.56 1.22



- 545 -

  Table 7.1.3.2에서 보는 것처럼 교환 류는 우라늄산화물의 충진층의 두께

에 해 거의 일정한 값인 0.28 A를 나타내고 있다. 교환 류는 산화  환

원에 의한 자의 이동이 평형을 이룬 패러데이 활동도를 나타내므로 우라

늄산화물 충진층의 두께 변화에 해서는 향을 받지 않는다. Table 7.1.3.2

에 나타난 달계수의 경우, 교환 류의 경우와는 다르게 우라늄산화물의 충

진층의 두께에 해 일정하지 않고 일정 범 에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보통 일반 인 기화학 시스템의 경우, 달계수는 0.3 ∼ 0.7의 값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1.3.14]. 따라서 우라늄산화물 충진층 두께 변화

에 따른 달계수는 일반 인 기화학 시스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

로 고려되어진다. LiCl 분해 에 한 제한조건으로부터 계산된 최 허용

류는 우라늄산화물의 충진층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우라늄산화물의 충진층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그에 따라 물질 달

이 방해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 허용 류를 크게하기 해서는 우라늄산

화물의 충진층을 되도록 얇게 해야 하지만 그 게 되면 일체형 cathode 

극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우라늄산화물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라늄산화물

의 양을 최 로 하며 최 허용 류를 최 로 할 수 있는 최 조건을 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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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3.16. Plot of the potential of the cathode and the anode vs. the 

applied current density with regard to the thickness of the 

MgO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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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1.3.16은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의 두께에 따른 류-  곡

선으로 인가 류에 한 해셀의 음극과 양극의 의 계를 설명하고 

있다.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음극 는 증가

함을 확인하 는데 이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의 두께가 두꺼워질수

록 물질 달이 방해받기 때문이다. 단지 마그네시아 멤 인의 두께가 3 

mm의 결과는 외 인 것으로 실험  오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

다.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의 두께에 따른 인가 류-  곡선에서 

Tafel 거동을 용하여 교환 류, 달계수 등을 구할 수 있었고 LiCl 분해

 한계로부터 각 마그네시아 멤 인의 두께에 한 최 허용 류를 구

할 수 있었다. 그 결과들을 Table 7.1.3.3에 나타내었다. Table 7.1.3.3에서 보

는 것처럼,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의 두께 변화에 한 교환 류는 거

의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의 두께에 따라 

달계수는 0.3에서 0.7 사이의 범 에 있으므로 이 해셀은 일반 인 기

화학  시스템임을 학인할 수 있었다. 최 허용 류의 경우 다공성 마그네시

아 멤 인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확인하 는데 이는 Table 

7.1.3.2의 결과에서처럼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물질 달이 방해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 허용 류를 크게하기 해서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의 두께를 되도록 얇게 해야 하지만, 반면에 마

그네시아 멤 인의 기계  강도가 약해져 잘 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기

계  강도를 고려한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의 두께를 결정해야 할 것

이다. 

  Fig. 7.1.3.17은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의 기공률에 따른 류-  

곡선으로 인가 류에 한 해셀의 음극과 양극의 를 나타낸다. 다공성 

마그네시아 기공률의 변화에 해 음극 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하 으며 

양극 는 기공률이 증가함에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공률이 

증가함에 따라 물질 달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때 28% 마그네시아 멤

인 기공률의 양극 는 실험  오차로 외로 한다.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의 기공률에 따른 인가 류-정  곡선에서 Tafel 식을 용하여 교

환 류, 달계수를 구할 수 있었고 한 LiCl 분해  한계로부터 각 마그

네시아 멤 인의 기공률에 한 최 허용 류를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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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3.3 Exchange currents, transfer coefficients and maximum 

allowable current densities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verpotential and the applied current with regard to 

the thickness of the MgO membrane

Thickness of MgO 

(mm)

Exchange current

(A)

Transfer 

coefficient (α)

Maximum 
allowable current 
density, (A/cm

2)

2 0.27 0.72 1.76

3 0.28 0.44 1.55

4 0.27 0.63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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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3.17. Plot of the potential of the cathode and the anode vs. the 

applied current density with regard to the porosity of the 

MgO membrane.

  그 결과들을 Table 7.1.3.4에 나타내었다. Table 7.1.3.4에서 보는 것처럼,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의 기공률이 28%인 경우 그 결과들이 다른 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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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험  오차로 생각되어진다. Table 

7.1.3.4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의 기공률에 해 

교환 류는 거의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의 기공률에 한 달계수는 0.3에서 0.7 사이의 범 에 있으므로 이 

한 해셀이 일반 인 기화학  시스템임을 학인할 수 있었다. 최 허용

류의 경우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의 기공률이 증가함에 따라 최 허

용 류가 증가함을 확인하 는데 이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의 기공

률이 커질수록 용융염  산소이온의 물질 달이 좀 더 원활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최 허용 류를 크게 하기 해서는 다공성 마

그네시아 멤 인의 기공률을 되도록 크게 해야 하지만, 반면에 마그네시아 

멤 인의 기계  강도가 약해져 잘 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다공성 마그

네시아 멤 인의 기공률을 크게 하면서 그 기계  강도를 유지하기 해

서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을 성형  소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7.1.3.4 Exchange currents, transfer coefficients and maximum 

allowable current densities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verpotential and the applied current with regard to 

the porosity of the MgO membrane

Porosity of MgO  

(%)

Exchange current

(A)

Transfer 

coefficient (α)

Maximum 
allowable current 
density, (A/cm2)

20 0.27 0.47 1.19

25 0.28 0.44 1.55

28 0.20 0.56 0.94

  Fig. 7.1.3.18은 일체형 cathode의 고체 도체와 리드선의 재질에 따른 

류-  곡선으로 인가 류에 한 해셀의 음극과 양극의 를 나타낸

다. 일체형 cathode의 고체 기 도체는 류회로를 형성하기 해 리드선

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도체  리드선의 재질이 우라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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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해환원시키는 해셀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Fig. 7.1.3.18에

서 보는 것처럼 도체  리드선의 재질에 따른 인가 류에 한 음극  

양극 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단지 음극 에 

해 스테인 스 도체-스테인 스 리드선 조합의 결과와 양극 에 해 

니  도체- 라스 리드선 조합의 결과는 다른 결과와 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실험  오차로 생각되어진다. 실험  오차는 음극  양극 극의 표면 

상태가 매끄럽지 못하거나 용융염 는 마그네시아 반응기에 포함된 불순물 

등에 의한 향으로 생각되어진다. 한편, 고체 도체  리드선 재질에 따라 

기 도도가 다르기 때문에 음극  양극 에 미치는 향이 달라지겠

지만 Fig. 7.1.3.18의 결과를 살펴보면, 고체 도체  리드선 재질이 미치는 

향이 그 게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1.3.18의 결과로부터 

Tafel 식을 용하여 각 재질의 조합에 한 교환 류  달계수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Table 7.1.3.5에 수록하 다. 한 Table 7.1.3.5에는 LiCl 분

해 에 한 조업한계로부터 각 재질 조합에 한 최 허용 류를 구하여 

수록하 다. 교환 류는 고체 도체와 리드선의 재질에 상 없이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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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3.18. Plot of the potential of the cathode and the anode vs. the 

applied current density with regard to the material of the 

conductor of the integrated cathod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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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계수는 0.3 ～ 0.7의 값을 가지므로 자이동에 의한 산화환원반응

이 일어나는 일반 인 기화학 시스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

허용 류를 살펴보면, 고체 도체  리드선의 재질에 따라 최 허용 류가 

조 씩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각 재질의 기 도도에 의해 

큰 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7.1.3.5 Exchange currents, transfer coefficients and maximum 

allowable current densities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verpotential and the applied current with regard to 

the material of the conductor of the integrated cathode 

assembly

Material of the 
conductor  

(Lead-conductor)

Exchange current
(A)

Transfer coefficient 
(α)

Maximum 
allowable current 
density, (A/cm

2
)

Stainless steel 
- stainless steel

0.28 0.44 1.55

Stainless steel 
- nickel

0.27 0.57 1.28

Stainless steel 
- brass

0.28 0.54 1.53

Brass -brass 0.28 0.51 1.37

Brass - nickel 0.28 0.53 1.07

  (4) 결론

      LiCl-3 wt% 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산화물의 해환원에 한 일

체형 cathode의 구조에 따른 해셀의 기화학  거동들을 시간 차법

(chronopotentiometry)을 이용하여 연구하 다. 일체형 cathode 구조에 있어

서, 우라늄산화물의 충진층 두께,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의 두께  기

공률, 그리고 고체 도체와 리드선의 재질을 변화시키면서 해셀에 인가되

는 류에 따른 음극  양극 를 측정하 다. 측정된 류-  곡선으

로부터 Tafel 식을 용하여 각 구조 변화에 따른 교환 류와 달계수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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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U3O8-LiCl-Li2O 계에서 LiCl 분해 에 한 조업한계로부터 각 구

조 변화에 따른 최 허용 류를 구하 다. 이로부터 교환 류는 우라늄산화

물의 충진층,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  고체 도체와 리드선의 재질에 

의해 향을 받지 않고 U3O8-LiCl-Li2O 해시스템에 한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달계수로부터 U3O8-LiCl-Li2O 해시스템이 자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이 진행되는 일반 인 기화학 시스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 허용 류는 우라늄산화물의 충진층 두께, 다공성 마그네

시아 멤 인의 두께  기공률, 그리고 고체 도체와 리드선의 재질에 따

라 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Anode 극 최 시스템 개발

    LiCl-Li2O 용융염계에서 비교  내 부식성이 있고 제작이 용이한 속 

재질(Pt)을 선정하여 기존 극(rod-type)에 비해 극 효율성이 향상되고, 원

격운 조작이 가능한 형태(wire, hole  mesh-type)의 일체형 산화 극 시

스템을 개발하여 10 g-HM/batch 규모 실험용 해환원 속 환 장치에서 

산화 극 형태  면 에 따른 anode/cathode의 과 압  해환원 특성을 

평가하 다.

  (1) 일체형 산화 극의 제조

      Fig. 7.1.3.19과 같이 rod-type anode는 외경이 8 ㎜, 내경이 6 ㎜, 길

이가 100 ㎜인 백 (순도 99.97%) tube의 한쪽 단면을 하여 제작하 고, 

wire-type anode는 직경이 1 ㎜이고 길이가 470 ㎜인 백  선을 회 반경이 

5 ㎜가 되도록 원통형 모형 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450 ㎜을 감

고 나머지 20 ㎜는 리드 선으로 사용하기 해 직선이 되도록 제작하 으며, 

hole-type anode는 가로  세로가 각각 50 ㎜, 60 ㎜이고 두께가 1 ㎜인 백

 에 직경이 1 ㎜인 hole을 247개 뚫고 외경이 약 43 ㎜인 magnesia 

membrane filter와 같은 구배로 굴곡을 주어 제작하 다. 마지막으로 

mesh-type anode는 45 mesh 백 으로 직경이 약 2.54 ㎜이고 높이가 약 

57.15 ㎜인 원통형에 약 1.4 ㎜의 백  bar가 상하  수직으로 각각 2개와 

4개가 설치되어 있는 Sigma-Aldrich 제품(Cat. No. Z21,689-5)을 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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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 다. 이 게 비된 각각의 양극 리드 선이나 의 상단 앙에 5 ㎜ 

깊이로 직경 6 ㎜, 길이 100 ㎜인 백  튜  한쪽을 백  용 하고, 백  튜

의 다른 한쪽 끝에는 직경이 6 ㎜이고 길이가 300 ㎜ SUS 을 견고하게 

나사로 연결하 다. 연결이 완료되면 산화 극 부, 백  튜  부분(약 90

㎜)  산화 극 반 쪽 SUS  약 30 ㎜ 정도를 제외한 부분을 외경이 10

㎜인 알루미나 튜 에 끼우고 그 사이를 alumina ceramic으로 메우어 연

시켰다. 이와 같이 제조한 각각의 양극을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 

다시 95 ℃ dry oven에서 24시간 동안 2차 건조시킨 다음 알루미나 의  

    

                (a)                                (b)

         

                (c)                                 (d)

                                                   

Fig. 7.1.3.19. Photographs of rod-type(a), wire-type(b), hole-type(c) and   

             mesh-type an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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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쪽 끝부분에는 알루미나 세라믹으로 하고 다른 쪽 끝은 에폭시 수지

로 완  시켜 재차 반복 건조하여 일체형 산화 극 시제품을 제조하

다. 이 게 제조된 일체형 산화 극 시제품들은 상태확인 후 해환원실

험에서 양극으로 사용하 다.

  (2) 해환원 실험장치

      해환원실험에 사용한 실험 장치는 항식 가열 기로, cell  보호

으로 구성된 속 환 반응 , 음극 극  양극 극, 아르곤가스 공 /배

기 장치 그리고 냉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속 환 반응 은 cell과 

보호  사이에 세라믹 도가니를 설치하여 외부의 기  노이즈가 차단되도

록 하 다. 특히 cell은 LiCl 용융염계에서 비교  내부식 특성이 있는 스테

인리스 스틸 304를 사용하여 제조하 고, 흡수성이 큰 LiCl와 Li2O는 불활성 

분 기가 유지되는 폐된 조건에서 cell로 공 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

성하 다. 속 환 반응장치의 상단 부분에는 증발된 LiCl의 응축과 cell 냉

각을 해 cooling jacket을 설치하 다. 음극 극은 다공성(pore size : 3 ㎛) 

마그네시아 membrane filter 바스켓, 우라늄 산화물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고체 극을 일체화 시켰고, 양극 극은 실험목 에 따라 세라믹 산화 극이

나 백 으로 제조한 3 종류(wire-type, hole-type  mesh-type)의 산화 극 

그리고 기존의 rod-type 산화 극을 사용하 으며, 기 극은 직경이 3㎜인 

백  으로 제조하여 사용하 다. 특히 양극 극을 3개 사용할 때는 앙의 

음극 극으로부터 40 ㎜ 지 에 120o 간격으로 설치하 고, 1개의 양극을 사

용 시에는 2개의 hole을 완  폐시켰다. Cell의 상단 랜지에는 K-type의 

열 , 양극에서 발생한 산소 가스를 외부로 동반 배출하기 한 아르곤가

스 공 /배기 시스템, 반응공정에서 발생한 산소 농도를 측정하기 한 장치 

 시료채장치가 설치되어 졌다. Cell은 반응종료 단계에서 생성된 우라늄 

속의 산화방지와 용융염으로부터 열 , 기 극, 음극  양극 극을 

불활성 분 기가 유지되는 폐조건에서 분리가 가능하도록 connector를 사

용하여 산소  수분의 농도가 각각 10 ppm 미만이 유지되도록 하 다

[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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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험 방법

      하단 직경이 20 ㎜인 cathode(SUS 재질)의 길이를 조정하여 반응기 

상부 랜지에 adapter로 고정하고 내경이 약 30 ㎜이고 길이가 약 80 ㎜인 

원통형의 마그네시아 membrane filter 바스켓을 cathode 하단에 설치한 후 

정량의 우라늄산화물을 장입한다. 우라늄산화물의 장입이 완료되면 상부 

랜지에 부착되어있는 연결 장치를 이용하여 기 극, 양극  열 를 차

례로 설치하고, 반응기와 세라믹으로 단 되어 있는 SUS 보호 의 하부 

랜지와 극들  열 가 부착되어 있는 상부 랜지를 8개의 볼트와 

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작업이 완료되면 cell에 정량의 LiCl를 주입

하고 기로에 장착시킨 후 Ar 가스  냉각수 주입장치를 연결한다. 충진

된 LiCl은 상온, 300 ℃  650 ℃의 온도조건에서 불활성 가스인 아르곤 가

스로 충진  배출 과정을 반복하여 함유된 수분이나 수화물을 완 히 제거

하고 LiCl를 용해시킨다. LiCl의 용해를 확인한 후 정량의 Li2O를 주입하고 

충분히 가열하여 LiCl-Li2O 복합용융염의 해질을 제조한다. 시료를 채취하

여 Li2O의 완  용해가 확인되면 우라늄 산화물의 속 환실험을 일정 

류공  mode 하에서 수행하여 각 산화 극 형태  면 에 따른 양극, 음극 

 cell 의 향을 고찰한다. 해환원실험 과정에서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는 반응시간 3시간 간격으로 2.0～2.5 g의 용융염 시료를 채취하여 

일정량의 증류수에 용해하고 페놀 탈 인 지시약을 한두 방울 주입한 후 

0.1N HCl 용액으로 정하여 분석한다. 해환원반응이 종료되면 생성물의 

재 산화를 방지하기 해 불활성 분 기로 유지되는 반응기 내부에서 상온

까지 냉각한 다음 반응기로부터 분리하여 회수한다. 회수한 생성물은 증류수 

 메탄올로 반복 세척한 후 XRD  TGA 분석 등을 수행한다.

  (4) 실험 결과  고찰

   (가) Rod-type anode의 기화학  특성

        백  tube의 개수에 따라 용융염에 잠기는 백  tube의 길이를 조

하여 표면 이 7 ㎠가 되도록 설치된 외경 8 ㎜인 백  tube를 양극으로 사

용하 고, 직경이 20 ㎜인 SUS 을 내경이 약 30㎜이고 길이가 약 80 ㎜인 

magnesia membrane filter 바스켓 심에 설치하여 일체형음극으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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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직경이 3 ㎜이고 길이가 100 ㎜인 백  rod을 기 극으로 사용하

여 10 g의 U3O8을 우라늄 속으로 환원시키는 해환원실험을 수행하 다. 

이때 LiCl  Li2O 양은 이 에 수행한 실험조건과 동일하게 각각 500 g와 

15.73 g(약 3.05 wt.%)를 주입하 으며, Ar 분 기를 유지하기 하여 Ar 

purge를 가열 , 그리고 300 ℃  650 ℃에서 각각 20회씩 실시하 고 실

험 에도 계속하여 10 ℓ/min.의 유량으로 Ar 가스를 흘러 보냈다. 온도조

은 상온에서 300 ℃까지 1시간에 가열하고 300 ℃에서 20분 유지 후 다시 

1시간에 620 ℃까지 가열한 다음 이온도에서 20분 유지 후 다시 20분에 650 

℃까지 가열하여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이온도가 유지되도록 하 다. 650 ℃

에서 약 4시간 유지하여 LiCl을 완  용융시키고 Li2O를 주입한 다음 다시 

약 4시간 유지하여 Li2O를 완  용해시킨 후 Li2O의 농도 변화가 없으면 

해환원실험을 수행하 다. Fig. 7.1.3.20은 3개의 양극 극을 120
o 간격으로 

설치하고 - 800 mA 류를 공 하여 10 g의 U3O8을 우라늄 속으로 해

환원할 때 양극 , 음극   cell 를 도시한 그림으로 양극 는 

약 0.867 V로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격히 감소하여 2,820 에서

는 약 0.219 V가 되었다가 다시 증가하여 10,300 에서는 약 0.243 V로 최

치를 보이고 다시 서서히 감소하여 21,600 에서는 약 0.195 V이었으며, 이

후로 감소율이 둔화되어 40,000 에서는 약 0.192 V로 거의 변화가 없다가 

실험 종료 시(19시간 경과)에는 약 0.201 V로 약간 증가하 다. 이와 같이 

양극 가 상승하 다가 감소하는 상은 양극 극 재료인 백 과 용융염

에 용해되어 있는 리튬  양극에서 발생하는 산소가스가 반응하여 Li2PtO3 

등과 같은 복합 산화물이 생성될 뿐만 아니라,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cell의 

부식생성물의 향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 같고, 반응 종료 시

에서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경향은 용융염 내의 Li2O 농도가 감소하여 나타

난 상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음극 는 시작하자마자 약 0.277 V이었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격히 negative해져 2,820 에서는 약 -2.190 V, 

10,300 에서는 약 -2.400 V가 되었다가 변화가 작아져 21,600 에서는 약 

-2.470 V, 40,000 에서는 약 -2.530 V로 거의 변화 없이 진행되어 실험종료 

시(19시간 경과)에도 약 -2.540 V가 유지되었다. 이는 마그네시아 membrane 

filter 바스켓 내에서의 반응은 리튬 속에 의한 화학반응과 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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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환원반응에 의해 우라늄산화물이 우라늄 속으로 환원되는데 이 반응들이 

진행됨에 따라 magnesia membrane filter 바스켓 내에서의 구성성분들이 평

형에 도달하게 되면 음극 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7.1.3.16]. Li2O의 기농도는 3.31 wt.%이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Fig. 

7.1.3.21과 같이 선형 으로 감소하여 3시간 경과 시에는 2.96 wt.%, 6시간 

후에는 2.65 wt.%, 15시간 후에는 1.85 wt.%, 18시간 후에는 1.65wt.% 그리

고 실험종료 시 인 19시간에서는 1.54 wt.%이었다. 이와 같이 선형 으로 

감소하는 것은 기에 주입한 Li2O 농도가 반응종료 시까지 반응으로 소비

되는 양보다 충분히 많게 유지되어 극에 미치는 향을 배제하려는 의도

에서 반응조건을 설정한 결과로 사료된다. 기의 용융염의 색은 흰색이었는

데 용융염에 일부 부식생성물이 용해되면서 엷은 회색이었다가 해환원반

응의 간생성물의 향으로 엷은 갈색, 짙은 갈색 그리고 연두색에 가까운 

엷은 갈색이 되었다. 반응종료 후 실험 장치를 해체 하니 양극은 손된 부

분이 없었으나 용융염과의 부분에서 일부 용해가 찰되었고, 한 용융

염에 잠긴 부분은 검은 색이고 잠기지 않은 부분은 용융염에서 멀어 질수록 

연 록이 엷어졌다. 마그네시아 membrane filter 바스켓을 단하여 반응생

성물을 확인하니 흩어지지 않고 SUS 이 빠져나간 자리만이 일부 공간으

로 남아 있었으며, 반응생성물은 검은 회색으로 해환원의 진행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함유 용융염은 회백색으로 부식생성물의 일부가 용해되어 있었다. 

반응생성물을 회수하여 수회 증류수로 세척한 후 메탄올로 다시 세척하여 

상온 진공 건조시킨 시료를 TGA  X-선 회 법(Fig. 7.1.3.22 참조)으로 분

석을 하니 U3O8은 찰되지 않았고 우라늄 속만이 찰하 다. 모든 실험조

건을 동일하게하고, 단지 같은 양극면 에 양극 개수만을 3개에서 1개로 

여서 수행한 해환원실험결과를 Fig. 7.1.3.23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모든 경향이 양극을 3개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와 같은 경향

을 나타내었는데 상 밖으로 1개의 양극을 사용한 경우의 양극 가 3개

를 사용한 양극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으로는 용융염에 잠기는 3개와 1개의 극 면 을 같게 맞추는 과정에서 3

개의 극면 의 합이 1개의 극면 보다 작아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

어 실험 종료 후 용융염에 잠긴 부분을 확인하니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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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3.20. Chronopotentiogram of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with    

              three rod-type anode at -0.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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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3.21. Variation of Li2O concentrations according to electrolytic     

              reduction time of U3O8 with three rod-type anode at -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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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3.22. XRD pattern of product obtained from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with three rod-type anode at -0.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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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3.23. Chronopotentiogram of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with    

              one rod-type anode at -0.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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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3개의 극을 연결해 주는 바인더 집게의  불량

일 수도 있으나 추가실험을 통해 확인하지는 못하 다. 그리고 Li2O 농도 변

화는 3개의 양극 극을 사용한 경우와 같아 도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1차

식으로 나타내었다.

                y = - 0.0854x + 3.2212 

여기서, y는 Li2O 농도(wt%)이고 x는 해환원시간(hr)이다.

   (나) Wire-type anode의 기화학  특성

        반경이 5 ㎜가 되도록 직경이 1 ㎜인 백  선을 감아 만든 1개의 양

극면 이 3.5 ㎠, 7 ㎠  14 ㎠가 되도록 양극 극의 높이를 조 하고, 내경

이 약 30 ㎜이고 길이가 약 80 ㎜인 magnesia membrane filter 바스켓 심

에 SUS 을 설치하여 만든 일체형 음극과 직경이 3 ㎜이고 길이가 100 ㎜

인 백 을 기 극으로 사용하여 10 g의 U3O8을 우라늄 속으로 환원시키

는 해환원실험을 수행하 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LiCl 양, Li2O 양, 가열

방법  실험수행 차 등은 술한 rod-type anode에서 수행한 실험과 동일

하게 하 다. 각각의 실험에서 류공  직 에 측정한 Li2O 농도는 2.97 

wt.%, 3.17 wt.%,  2.87 wt.%로 평균 으로는 약 3.00 wt.%로 주입농도와

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각각 실험의 최  편차는 약 10%로 다소 높게 나왔

는데, 이는 Li2O를 LiCl이 완  용해되어 있는 cell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개

폐장치  주입  내벽에 부착되어 유실되는 양이 일정하지 않아 나타난 결

과로 사료되어 추가 주입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Li2O 

기 주입농도가 높아 해환원실험에 미치는 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로 Li2O를 주입하지는 않았다. Wire-type anode의 면 을 각각 3.5 ㎠, 

7 ㎠  14 ㎠로 변화시키면서 - 800 mA 류를 공 하여 10 g의 U3O8을 

우라늄 속으로 환원시킬 때 양극 , 음극   cell 에 미치는 양극

면 의 향은 다음과 같다. 양극 는 Fig. 7.1.3.24와 같이 양극면 이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기에는 양극면 이 큰 경우가 양극

의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 양극  변화가 다른 것은 1

개의 양극 극 면 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용융염 해질에 잠기는 양극

극 길이를 길게 하여야 하는데 이 게 되면 백 선이 용융염 해질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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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기게 되고 많이 잠긴 만큼 산소가스,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cell의 부식생성

물  용융염에 용해되어 있는 리튬 속에 의한 향 등을 많이 받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음극 는 Fig. 7.1.3.25와 같이 기에는 양극면

에 미미하게나마 향을 받고 있으나 정상상태에 도달하면은  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음극에서의 기반응이 우라늄산화물의 환원반응이 아니

라 스테인리스에서 생성된 부식생성물의 환원반응일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

으로 확인하지는 못하 다. 그러나 정상상태가 도달하게 되면 음극에서 일

어나는 우라늄산화물의 환원에 필요한 자들이나 리튬 속보다는 해환원

반응과 화학반응의 부산물인 산소이온이나 Li2O가 우라늄 산화물로부터 이

탈하는 것이 반응속도결정단계가 되기 때문에 양극 극 면 에 따른 음극

의 향이 본 실험범 에서는 찰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음극 와 

양극 의 차로 정의되는 cell 는 Fig. 7.1.3.26과 같이 음극 와 양극

의 특징을 그 로 반 하고 있다. 즉, 기의 양극 와 음극 의 변

화가 서로 상쇄되면서 반 으로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극면 에 

따른 Li2O 농도 변화는 Fig. 7.1.3.27과 같이 양극 극 면 에 무 하게 해

환원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선형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

이 선형 으로 감소하는 것은 술한 바와 같이 기에 주입한 Li2O 농도가 

반응으로 소비되는 양보다 충분히 많아 반응종료 시까지 과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이고, 각각의 양극면 에서의  값의 차이는 기 농도에 따른 향

이며, 양극면 이 3.5 ㎠인 경우가 7 ㎠  14 ㎠인 경우와 Li2O 농도 감소 

기울기가 유사할 것으로 상하 으나 약간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분석오

차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기의 용융염의 색은 흰색이었는데 용융염에 

의한 cell 부식과 해환원반응진행에 따른 간생성물의 생성 그리고 용융

염에 의한 석 시료 채취  내부 표면 변화로 인해 육안으로 찰된 용융염 

표면의 색은 갈색, 흑갈색, 갈색  록색으로 변화되었다. 반응종료 후 실

험 장치를 해체 하니 백  선의 회 반경이 약간 확 되고, 용융염에 잠긴 

부분의 선 간격이 약간 더 벌어져 있었으며, 직경 비 약 15% 내외가 용융

염에 용해되어 유실되었고, 한 용융염에 잠긴 부분은 검은 색이고 잠기지 

않은 부분은 갈색이었다. 마그네시아 membrane filter 바스켓을 단하여 반

응생성물을 확인하니 용융염이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상당량 남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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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3.24. Anode voltages with electrolytic reduction time of U3O8 for   

             each wire-type anode area at -0.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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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3.25. Cathode voltages with electrolytic reduction time of U3O8 for  

             each wire-type anode area at -0.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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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3.26. Cell voltages with electrolytic reduction time of U3O8 for     

             each wire-type anode area at -0.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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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3.27. Variation of Li2O concentrations according to electrolytic     

              reduction time of U3O8 for each wire-type anode area at    

              -0.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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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 이 빠져나간 자리는 일부 공간으로 남아 있었으며, 반응생성물은 검

은 회색으로 반짝이는 물질이 많이 있었다. 회수한 반응생성물에서 일부를 

채취하여 여러 번 증류수  메탄올 세척을 하여 상온 진공 건조시킨 시료

의 TGA  XRD 분석결과 우라늄 속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Hole-type anode의 기화학  특성

        두께가 1 ㎜인 백  에 직경이 1 ㎜인 hole을 균일한 간격으로 뚫

어 만든 양극의 면 이 3.5 ㎠, 7 ㎠  14 ㎠가 되도록 양극의 높이를 조

하고, 내경이 약 30 ㎜이고 길이가 약 80 ㎜인 magnesia membrane filter 바

스켓 심에 SUS 을 설치하여 만든 일체형 음극과 직경이 3 ㎜이고 길이

가 100 ㎜인 백 을 기 극으로는 사용하여 10 g의 U3O8을 우라늄 속으

로 환원시키는 해환원실험을 수행하 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LiCl 양, 

Li2O 양, 가열방법  실험수행 차 등은 앞에서 기술한 실험과 동일하게 하

다. 각각의 실험에서 류공  직 에 측정한 Li2O 농도는 3.30 wt.%, 3.00 

wt.%,  3.17 wt.%로 평균 으로는 약 3.16 wt.%로 주입농도와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각각 실험의 최  편차는 약 10%로  실험과 유사하 으며, 

 실험결과에서 확인하 듯이 본 실험에서의 Li2O 기 주입농도가 높아 

해환원실험에 미치는 향이 없어 추가로 Li2O를 주입하지 않고 실험을 

수행하 다. Hole-type anode의 면 을 3.5 ㎠, 7 ㎠  14 ㎠로 변화시키면

서 - 800 mA 류를 공 하여 10 g의 U3O8을 우라늄 속으로 환원시킬 때 

양극 , 음극   cell  변화는 다음과 같다. 양극 는 Fig. 

7.1.3.28과 같이 wire-type anode 실험과 같은 경향으로 양극면 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나 기에는 양극 가 감소하 다가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는 특성을 보여 주었다. 이는 rod-type anode의 경향과 같으나  

값은 작았으며 wire-type anode과는 다른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상은 양극 극의 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rod-type anode에서의 산소이탈은 

극표면을 따라 미끄러지듯이 진행되고, wire-type anode에서의 산소이탈은 

와선의 향을 받지만 hole-type anode에서의 산소이탈은 산소가스가 생성

되어 hole에 붙었다가 떨어져 나가 산소가스의 극표면에서의 체류시간이 

짧아져서 나타난 상으로 사료된다. 음극 는 Fig. 7.1.3.29과 같이 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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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극면 에 미미하게나마 향을 받고 있으나 wire-type anode보다는 작

았고 정상상태에서의 차이는 찰되지 않았다. 이는 술한 바와 같이 음극

에서의 기반응이 우라늄산화물의 환원반응이 아니라 스테인리스에서 생성

된 부식생성물의 환원반응일 가능성이 높아 나타난 결과로 단된다. 그러나 

정상상태가 도달하게 되면 음극에서 일어나는 우라늄산화물의 환원에 필요

한 자들이나 리튬 속보다는 해환원반응과 화학반응의 부산물인 산소이

온이나 Li2O가 우라늄 산화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반응속도결정단계가 되

기 때문에 음극 에 미치는 양극면 의 향이 본 실험범 에서는 찰되

지 않아 나타난 상으로 사료된다. 음극 와 양극 의 차로 정의되는 

cell 는 Fig. 7.1.3.30과 같이 음극 와 양극 의 특징을 그 로 반

하고 있다. 양극면 에 따른 Li2O 농도 변화는 Fig. 7.1.3.31과 같이 양극면

에 무 하게 해환원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선형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이와 같이 선형 으로 감소하는 것은 술한 바와 같이 기에 주

입한 Li2O 농도가 반응으로 소비되는 양보다 충분히 많아 반응종료 시까지 

과량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각각 양극면 에서의  값 차이는 기 농도

에 따른 향이며, 측하 던 로 양극면 이 3.5 ㎠, 7 ㎠  14 ㎠인 경

우 모두 Li2O 농도의 감소 기울기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의 용융염의 색

은 흰색이었는데 용융염에 의한 cell 부식과 해환원반응진행에 따른 간

생성물의 생성 그리고 용융염에 의한 석 시료 채취  내부 표면 변화로 인

해 육안으로 찰된 용융염 표면의 색은 과 같이 갈색, 흑갈색, 갈색  

록색으로 변화하 다. 반응종료 후 실험 장치를 해체 하니 극의 형태는 

그 로 유지되고 있었고, 유실도 작게 나타났으며, 용융염에 잠긴 부분은 

과같이 검은 색이고 잠기지 않은 부분은 엷은 록색이었다. 마그네시아 

membrane filter 바스켓을 단하여 반응생성물을 확인하니 바닥  측면에 

붙어 있었고, 용융염은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상당량 남아 있었으며, 반응생

성물은 주로 회색이 많았고, 일부를 떼어 증류수에 담그니 다량의 수소가 발

생하여 리튬 속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회수한 반응생성물에서 일부를 채

취하여 여러 번 증류수  메탄올로 세척하여 상온 진공 건조시킨 시료를 

TGA  X-선 회 법으로 분석을 하니 우라늄 속이 찰되었으며, 경향이 

과 같아 도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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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3.28. Anode voltages with electrolytic reduction time of U3O8 for   

             each hole-type anode area at -0.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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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3.29. Cathode voltages with electrolytic reduction time of U3O8 for  

             each hole-type anode area at -0.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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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3.30. Cell voltages with electrolytic reduction time of U3O8 for     

             each hole-type anode area at -0.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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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3.31. Variation of Li2O concentrations according to electrolytic     

              reduction time of U3O8 for each hole-type anode area at    

              -0.8 A. 



- 567 -

   (라) Mesh-type anode의 기화학  특성

        45 mesh 백 을 사용하여 원통형으로 제작한 mesh-type anode의 

표면 이 7 ㎠가 되도록 용융염 해질에 잠기는 길이를 조 하고, 내경이 

약 30 ㎜이고 길이가 약 80 ㎜인 magnesia membrane filter 바스켓 심에 

SUS 을 설치하여 일체형 음극으로 사용하 으며, 기 극으로는 직경이 

3 ㎜이고 길이가 100 ㎜인 백 을 사용하여 해환원실험을 수행하 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LiCl 양, Li2O 양, 가열방법  실험수행 차 등은 앞에서 

기술한 실험과 동일하게 하 다. 이 때 측정한 Li2O 농도는 주입농도(3.05 

wt.%)와 비슷한 약 3.08 wt.%이었다. Fig. 7.1.3.32는 mesh-type 양극 극을 

1개 설치하고 - 800 mA 류를 공 하여 10 g의 U3O8을 우라늄 속으로 

환원시킬 때 양극 , 음극   cell 를 도시한 그림이다. 그림과 같

이 양극 는 해환원반응이 시작하자마자 약 0.891 V이었고,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격히 감소하여 4,140 에서는 약 0.158 V가 되었다가 다시 증가

하여 16,900 에서는 약 0.181 V로 최 치를 보이고, 다시 서서히 감소하여 

23,300 에서는 약 0.158 V이었으며 이후로 감소율이 둔화되어 40,000 에서

는 약 0.144 V로 안정화 되었다가 실험 종료 시(19시간 경과)에는 약 0.156 

V로 약간 증가하 다. 이와 같이 양극 가 상승하 다가 감소하는 상은 

술한 바와 같이 양극 극 재료인 백 과 용융염에 용해되어 있는 리튬  

양극에서 발생하는 산소가스가 반응하여 Li2PtO3 등과 같은 복합 산화물의 

생성과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cell의 부식생성물의 향으로 극 항이 변화

하여 나타난 상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음극 는 해환원반응이 시작하

자마자 약 0.204 V이었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격히 negative해져 

4,140 에서는 약 -2.370 V, 16,900 에서는 약 -2.440 V, 23,300 에서는 약 

-2.470V로 진행되다가 40,000 에서는 -2.540 V가 되어 실험종료 시(19시간 

경과)까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이는 술한 바와 같이 마그네시아 

membrane filter 바스켓 내에서의 반응은 리튬 속에 의한 화학반응과 자

에 의한 해환원반응에 의해 우라늄 속으로 환원되는데 이때 용융염계에

서의 리튬 속  Li2O 농도가 용해도이상으로 존재하면은 음극의 환원분

기가 에 미치는 향이 미미해져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Li2O 농도

는 Fig. 7.1.3.33과 같이 3.08 wt.%에서 시작하 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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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여 3시간 경과 시에는 2.77 wt.%, 6시간 후에는 2.47 wt.%, 15시간 후

에는 1.69 wt.%, 18시간 후에는 1.49 wt.% 그리고 실험종료 시 인 19시간에

서는 1.36 wt.%로 선형 으로 감소하 다. 이는 기에 주입한 Li2O 농도가 

U3O8을 환원시키기 해 필요한 양보다 상당히 많아 반응종료 시까지 반응

에 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고, rod-type 

anode의 경우와 유사한 기울기  편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y = - 0.0884x + 3.042 

  여기서, y는 Li2O 농도(wt%)이고 x는 해환원시간(hr)이다.

기의 용융염의 색은 흰색이었는데 용융염에 부식생성물 일부가 용해되면

서 엷은 회색이었다가 해환원반응이 진행되면서 갈색, 짙은 갈색 , 갈색 

그리고 록색으로 변화하 다. 반응종료 후 실험 장치를 해체 하니 용융염

의 계면에서 mesh 일부가 용해되어 유실된 것이 찰되었고, mesh 색은 용

융염에 잠긴 부분은  실험과 같이 검은 색이고 잠기지 않은 부분은 용융

염에서 멀어 질수록 연 록이 엷어졌다. 마그네시아 membrane filter 바스켓

을 단하여 반응생성물을 확인하니  실험과 같이 SUS 이 빠져나간 자

리만이 일부 공간으로 남아 있을 뿐 반응생성물은 검은 회색으로 형태가 그

로 유지되고 있었고, 마그네시아 필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은 용융염은 

회백색으로 반응생성물을 덮고 있었다. 반응생성물에서 일부를 회수하여 증

류수에 담그니 과 같이 수소가 폭발 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잔류하

는 리튬 속이 상당량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과 동일하게 분석한 결

과 우라늄 속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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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3.32. Chronopotentiogram of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with    

             mesh-type anode at -0.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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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 time of U3O8 with mesh-type anode at -0.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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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Wire-type, hole-type 그리고 mesh-type의 일체형 산화 극을 이용한 

해환원실험에서 anode  cathode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Wire-type 산화 극의 면 이 3.5 ㎠에서 14 ㎠으로 증가함에 따라  

        40,000  경과 시 양극 는 약 0.381 V에서 약 0.239 V로 감소    

        하여 기존의 rod-type에 비해 약간 높으나 회  반경  wire 직경  

        을 변화시켜 제한된 공간에서 양극면 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  

        다.

   (나) Hole-type 산화 극의 면 이 3.5 ㎠에서 14 ㎠으로 증가함에 따라  

        40,000  경과 시 양극 는 약 0.183 V에서 약 0.145 V로 감소하  

        여 wire-type이나 기존의 rod-type에 비해 양호하 고, 양면을 극  

        으로 사용함으로써 극효율성  극면  유연성이 좋았다.

   

   (다) Mesh-type 산화 극은 양극   음극  패턴이 양호하고 양극  

       가 약 0.144 V로 낮으나, 첫 번째 해환원실험종료 후 mesh의  

       일부가 용해되어 단 되는 상이 나타났다.

   (라) 음극 는 산화 극의 형태와 면 에 따른 향이 미미하 다.

   (마) 모든 type에서 anode 개수를 3개에서 1개로 여 U3O8을 속우라  

        늄으로 환원시킬 수 있었고, 특히 hole-type anode에 한 활용가능  

        성이 기 되나 해환원장치에의 합성이 우선 고려되어야한다.

4. LiCl 용융염 회수기술 개발

 

 가. LiCl 용융염 회수공정 시스템의 기 요건

  (1) ACP 공정

      ACP 공정에 의하여 산화물은 속으로 환원되며, Cs, Sr 등의 고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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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은 염에 녹아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분리된다. 이러한 ACP 공정은 산화물 

형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dry decladding과 air voloxidation 공정, 산화물 

분말형태 사용후핵연료의 속분말형태로의 해환원공정  smelting에 의

한 속분말의 속 ingot으로 제조하는 속주조공정으로 구성되었다. ACP 

해환원 단계는 LiCl-Li2O 용융염을 해질로 사용하는 해셀에서 이루어

진다. 이러한 속 환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알카리와 알카리토

속 원소들은 염화물로 환되어 궁극 으로는 속 환된 사용후핵연료로

부터 분리된다. 해환원시스템에서는 용융염에 녹아있는 Li2O의 해에 의

하여 생성된 Li가 해셀의 환원 극부 마그네시아 용기에 담긴 사용후핵연

료 산화물과 반응하여 이를 속으로 환시킨다. 해셀에서 회수된 속

환체에 함유된 잔류염은 30 wt%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된 Li2O도 공정

운  조건에 좌우되지만 염의 3 wt% 이상으로 상된다. 이 LiCl-Li2O 잔류

염과 염에 용출된 사용후핵연료 고방열 핵종인 CsCl, SrCl2 등은 속 환체

의 smelting 공정에서 분리되어야만 한다. 분리된 염은 재사용을 하여 

해셀로 재순환되거나, 염 폐기물 처리공정으로 보내지게 된다. 재 속

환장치의 운 은 LiCl  Li2O 주입 후 가열로 온도를 300 ℃에서 약 20회, 

650 ℃에서 20회로 알곤가스를 purge하면 반응기내에 있는 LiCl  수분은 

콜드트랩을 거치게 되어있다. 알곤가스는 핫셀 여과기를 거쳐 외부로 방출되

는데, 이 때 LiCl과 수분이 함께 방출되어 핫셀 바닥  벽과 다른 장치쪽에 

오염을 시켜 콜드트랩을 보완하어야 한다. off-gas  수분이 외부 방출되는 

것을 막기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핫셀 내 설치되어 있는 콜드트랩 

 핫셀 내 설치된 진공펌 에 연결된 배 을 단하여 폐용융염 잉고트 제

조장치쪽으로 콜드트랩(길이; 30c m, 폭; 30 cm, 높이; 120 cm, 두께; 3 mm)

을 제작하여 내부에는 off-gas 공  1〃배 을 깊게 넣고, 각 단에 baffle 

4개를 설치한 결과 수분은 충분히 콜드트랩에서 잡아주고 off-gas만 방출되

었다. 

  (2) LiCl 용융염 회수공정 개념 확립

      속 환 공정운 에서는 LiCl과 산화우라늄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 

공정의 안정성과 운 성 향상을 해 수분제어 기 요건을 만족시키는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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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설정과 속 환공정  속주조공정에서 발생되는 LiCl-Li2O fumes, 

volatile fission products를 분리 침 시켜 공정의 오염을 최 로 방지함과 

동시에 LiCl 용융염을 회수하는 시스템의 포집부분과 회수부분으로 구성된 

속 환공정의 개념도는 Fig. 7.1.4.1, 속주조공정의 개념도는 Fig. 7.1.4.2

에 나타내었다.

Fig. 7.1.4.1. Schematic diagram of LiCl recovery process at metallizer.

  Fig. 7.1.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분제어를 하기 한 수분포집부분은 

condenser, condensate trap, condensate collection vessel, filter 계통의 순으

로 구성되어 운 되며, LiCl 용융염 포집부분은 condenser, condensate trap, 

absorber, flowmeter 계통의 순으로 구성되어 운 된다. LiCl 용융염 회수부

분은 condensate trap and heater, buffer vessel, 진공펌 에 의한 진공이송

으로 속 환장치로 보내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운 된다.  

  Fig. 7.1.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LiCl 용융염 포집부분은 condenser, 

condensate trap, absorber, flowmeter 계통의 순으로 구성되어 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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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620 650 700 750 800 850

Density(g/cm3) 1.504 1.491 1.470 1.449 1.428 -

Viscosity(cP) - 1.60 1.21 0.99 0.81 0.72

LiCl 용융염 회수부분은 condensate trap and heater, buffer vessel, 진공펌

에 의한 진공이송으로 속 환장치 혹은 폐용융염 처리공정으로 보내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운 된다. 운   설계에 고려되어야 할 LiCl의 물성

치를 Table 7.1.4.1에 나타내었다.

Fig. 7.1.4.2. Schematic diagram of LiCl recovery process at smelter.

Table 7.1.4.1. Melting point, density and viscosity of molten LiCl salt

 나. LiCl 용융염 회수공정 시스템 설계기  

  (1) LiCl 용융염 회수공정 시스템의 기 자료 도출

   (가) 속 환공정에서의 응축수 발생량

        1 batch 당 U3O8-20 kg 기 에 의해 LiCl-90 kg, Li2O-3.0 kg이 소

요되는 속 환공정에서 상되는 응축수 량은 U3O8와 LiCl의 량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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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로 가정하면 560 g이 발생된다.

   (나) 속 환공정에서의 LiCl 휘발량

        속 환장치는 알곤가스 분 기에서 운 하며, 내부용기 직경 60 

cm에서 확산모델에 의해 계산하면 단 면 ․시간당 휘발되는 량은 

0.000115161 g/cm
2/hr이 된다. 증발면 (60 x 60 x π ÷ 4)을 고려하면 LiCl 

휘발량은 0.32 g/hr이 된다.

   (다) 속주조 공정에서의 LiCl 휘발량

        속주조장치는 진공분 기 900 ℃에서 휘발시키므로, Langmuir식에 

용하면 단 면 ․시간당 휘발되는 량은 245.1 g/cm
2/hr이 된다. 염휘발

은   3/4〃주름 (내경 23 mm)의 증발면 (2.3 x 2.3 x π ÷ 4)을 고려하면 

LiCl 휘발량은 1,018 g/hr이 된다.

  (2) LiCl 용융염 회수공정 시스템의 설계기  설정 

   (가) 속 환공정 시스템

      ① Condenser 용량 산출

         Condenser의 외부온도를 150 ℃(300 ℉)로 가정하면, 수증기의 650 

℃(1,200 ℉)에서의 정압비열은 0.525(Btu/Lb․deg F), 150 ℃에서는 

0.46(Btu/Lb․deg F)이므로 평균 정압비열은 0.493(Btu/Lb․deg F)이 된다. 

속 환장치가 산화우라늄  LiCl과 Li2O의 장입을 완료한 후 650 ℃까지 

가열하는데 5 시간이 소요되면 시간당 200 g이 냉각되어야 한다. 

   (200) x (1/454*3,600) x 0.493 x 252 x 4.2 x (1,200-300) = 57.5 W

안 인자를 고려하여 condenser 용량을 100 W로 설계한다.

      ② Condenser에 공 될 공기량 산출 

         공기의 정압비열은 0.25(Kcal/kg․℃)이며, 공기의 입구온도는 15 

℃, 출구온도는 150 ℃의 기 에서 공기량(m g/hr)은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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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m/1,000) x (1/3,600) x 0.25 x 1,000 x 4.2 x (150-15)

여기서 요구되는 공기량(m)은 2,540 g/hr이 된다. 15 ℃에서 공기의 도는 

1.23(kg/m
3)이므로 요구되는 공기량은 2.1 m3/hr이 된다.

      ③ Condensate collection vessel 용량 산출

         속 환장치는 1 batch 당 U3O8-20 kg 기 에 의해 LiCl-90 kg, 

Li2O-3.0 kg이 소요되며, 이에 포함된 수분량은 560 g이 발생된다. 매 batch 

당 발생되는 응축수를 제거하는 기 으로 설계되는데 안 인자(100%)를 고

려하여 condensate collection vessel의 용량을 1,100 g, 즉 1.1 L 용량으로 

설계한다.

   (나) 속주조공정 시스템

      ① Condenser 용량 산출

         속주조장치는 진공분 기 900℃에서 휘발시키며, LiCl-Li2O(wt% 

of Li2O = 3, 8)의 녹는 은 555 ℃로 측할 수 있으므로 출구온도를 500 

℃ 이하로 설계하면 condensate trap에서 포집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한 이들의 정압비열을 1.0(Kcal/kg․℃)으로 가정하고, LiCl 휘발량은 

1,018 g/hr으로 설계하면 다음과 같이 condensate 용량을 산출할 수 있다.

   (1,018) x (1/3,600) x 1.0 x 4.2 x (900-500) = 475 W

condenser 용량을 500 W로 설계한다.

      ② Condenser에 공 될 공기량 산출 

         공기의 정압비열은 0.25(Kcal/kg․℃)이며, 공기의 입구온도는 15 

℃, 출구온도는 150 ℃의 기 에서 공기량은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100 = (m/1,000) x (1/3,600) x 0.25 x 1,000 x 4.2 x (1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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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요구되는 공기량(m)은 12,700 g/hr이 된다. 15 ℃에서 공기의 도는 

1.23(kg/m3)이므로 요구되는 공기량은 10.3 m3/hr이 된다.

      ③ Line heater 용량 산출

         속주조공정 시스템에서 condensate trap에 포집된 응축염을 이송

하기 해 액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LiCl-Li2O(wt% of Li2O= 3, 8)의 녹는

은 555 ℃로 측할 수 있으므로 출구온도를 600 ℃로 설계하면 

condensate trap에 포집된 응축염을 액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

다. 한 이들의 정압비열을 1.0(Kcal/kg․℃)으로 가정하고, 응축염량을 

1,018 g/hr으로 설계되면 다음과 같이 condensate 용량을 산출할 수 있다. 

   (1,018) x (1/3,600) x 1.0 x 4.2 x (600-15) = 695 W

      ④ Buffer vessel 용량 산출

         속 환장치에서 제조된 U-LiCl-Li2O가 속주조장치에 주입될 

때 잔류 LiCl-Li2O 염의 량은 28 wt%로 측정되었다. Buffer vessel에 수용

되는 LiCl-Li2O 염의 량은 31.6 kg(1 batch 당 U3O8-20 kg 기 에 의해 

LiCl-90 kg, Li2O-3.0 kg 소요)이 된다. LiCl의 620 ℃에서의 도가 1.504 

g/cm3이므로 buffer vessel 용량은 21.0 L가 된다.

 다. LiCl 용융염 회수공정 시스템의 주요 구성원의 재질  특성평가

  (1) Absorber 충 물인 Siloxide 재질 특성 평가

      일반 으로 충 물의 선택의 조건으로는 제조가 간단하고, 유체에 

한 항성이 고 비표면 이 커야하며, 량이 가볍고, 기계 강도가 충분

히 있는 내열성․내식성이 뛰어나다는 것 등이 필요하다.  

   (가) 낮은 압력손실

   (나) 내부식성

   (다) 내약품성

   (라) 큰 비표면

   (마) 내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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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Siloxide Remarks

Contact time (sec) 0.24 ～ 0.3

Dynamic adsorption coefficient (10
3) 0.7

Efficiency factor 6.84 ～ 9.4

Adsorber load height (mm) 60 ～ 75

Load mass (kg) 120 ～ 360

Working temperature (℃) 120 ～ 150

   (바) 높은 구조  강도 

  (2) Filter 충 물인 Caprone Fiber 재질의 특성 평가

      Caprone는 결정성고분자로서 성형조건에 따라서 다르나 약 20 ～ 30%

정도 결정화하고 있으며, 결정부는 특히 마찰 항이나 경도가 크다. 한 높

은 충격강도를 가지며 마찰계수가 작고 내마모성이 크다. 그러나 열 도율은 

작으며 열팽창계수는 강의 약 10배 정도이다.

Table 7.1.4.2. Absorption efficiency of siloxide absorbent

  화학 성질도 일반 합성고분자와 같이 화학약품에 해서는 항성이 크

며, 자기윤활성, 내약품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마찰계수가 작다. 아울러 

Caprone fiber는 다른 고분자물질보다 수분흡수능과 치수안정성이 우수하다. 

Capron의 분자구조식, 폴리아미드 등 과 녹는 은 Table 7.1.4.2에 나타내었

다. 

   (가) High strength and rigidity

   (나) Very good impact strength

   (다) Good elastic properties

   (라) Outstanding resistance to chemicals

   (마) Dimensional stability

   (바) Low tendency to creep

   (사) Exceptional sliding friction properties

   (아) Simpl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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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mid/Capron PA Chemical structure Melting point

Ultramid B/Capron B 6 -NH(CH2)5CO- 220 ℃

Ultramid A/Capron A 66 -NH(CH2)6NHCO(CH2)4CO- 260 ℃

   (자) Long-term-exposure to high temperature

Table 7.1.4.3. Ultramid and Capron grades

 라. LiCl 용융염 회수공정 시스템 설계요건

  (1) LiCl 용융염 회수공정 시스템의 안 요건

      공정장치의 운 으로 인해 작업자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고 험을 

최소화하기 하여 공정장치의 운   유지보수를 한 안정성 확보가 매

우 요하다. 속 환공정은 고온 용융염매질에서 반응성이 높은 화학물질

들을 취 하는 공정이며, 이에 연 된 회수공정의 실증을 해서는 공정의 

안 성을 확보해야 한다. 방사성물질을 취 하는 공정장치에서 고려되는 주

요 험요소는 공정에서 취 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방사선으로 인한 험, 

화학  특성으로 인한 험, 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출로 인

하여 작업자나 주변 환경이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험 그리고 독성이 

강하거나 유해한 화학물질의 출로 인하여 작업자가 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험 등이다. 이러한 험요소들의 종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

여, 이들 험요소들의 발생요인을 근본 으로 제거하거나 방지하고 비할 

수 있도록 공정 시스템을 구성하고 안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장치의 설

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회수공정의 모체인 속 환  속주조공정은 사용후핵연료를 화학 으

로 처리하는 공정이고 방사선 해는 물론 화학  특성  반응성, 공정조건 

특성 등으로 인해 해로부터 안 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즉 공

정에서 취 되는 방사성물질이나 화학  해물질들이 공정장치나 련 

piping 내에서 취 되도록 공정장치 설계 시 기 성이 효율 으로 유지되고 

운   유지보수가 용이, 공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하여 공정 시스템의 이

 감시  제어계통 반 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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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공정의 구성원 연결 heating line  heater의 온도제어계통의 고장으

로 인하여 용융염 이송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비하여 온도 제어장비 는 

heater의 교체는 원격조작에 의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공정장

치의 정상운 의 확인을 하여 알곤가스의 흐름과 압력을 연동하여 감시 

 제어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LiCl 용융염 회수공정 시스템의 안 구분

      핫셀 내 설치되는 기기, 계장, 기설비의 기능 요도와 건 성 상실 

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조업자  외부환경으로의 확산 등과 

같은 제반 안정성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일반 으로 nonsafety class와 

safety class로 구분된다. 따라서 LiCl 용융염 회수공정 시스템의 개념설계를 

수행하기 하여 주요 장비  설비들의 용도, 기능  특징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기능 는 건 성에 손상될 경우 시스템의 안 성 확보 여부에 한 

분석을 통하여 타당한 안 등   품질등 을 구분, 설정하여 개념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Nonsafety class로 구분되는 설비의 기 은 기능의 건 성

이 상실되더라도 방사성 물질의 출로 인해 시설 내 조업자나 주변 환경에 

한 피폭 선량이 설계기 (최 허용피폭선량)을 과하는 험을 래하지 

않아 안 성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과정에

서 일반 산업에서 용하는 품질표   품질보증 수 에 따르면 된다. 

Safety class로 구분되는 설비의 기 은 기능의 건 성을 상실하 을 경우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여 결과 으로 방사성 물질의 출을 제어하기가 어렵

게 되고 이로 인해 시설 내 조업자나 주변 환경에 한 피폭 선량이 설계기

(최 허용피폭선량)을 과하는 험을 래하여 안 성에 크게 향을 미

치는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과정에서 본래의 기능 안 성 확보

를 해 용되는 기술요건들의 수를 확인하기 한 보다 강화된 수 의 

품질표 과 품질보증을 받아야 한다. LiCl 용융염 회수공정 시스템에 설치되

는 기기, 계장, 기설비의 안 등 은 SC(safety class), NNS(non nuclear 

safety), NA(non application)로 구분된다. 그리고 품질등 은 Q, T, S로 분

류되며, Q 등 은 safety class 1, 2, 3으로 분류되며 시설 는 기기, T 등

은 safety class 1, 2, 3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기로서 방사성물질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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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기  설비 안 등 품질등 비고

공정기기 NA T

기설비 NA S

가스공 설비 NNS T

고 있는 시설  기기로 10 CFR 50 appendix B의 품질요건을 선별 으로 

용하며, S 등 은 NNS 는 NA로 분류되면서 품질등  Q나 T로 분류되

지 않는 시설  설비로서 제작자의 품질보증요건이나 산업규격을 선별 으

로 용한다. 핫셀 내 련 설비의 안   품질등 을  Table 7.1.4.3에 나

타내었다.    

 마. LiCl 용융염 회수공정 시스템 개념설계

  (1) LiCl 용융염회수 공정운  설정

      속 환공정 운 에서는 LiCl과 산화우라늄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 

공정의 안정성 유지와 운 성 향상을 해 수분제어 기 요건을 만족시키는 

열운   정상운  모드 시스템으로 설정하 다.

Table 7.1.4.4. Safety and quality classification on related facilities in hot   

              cell

  열운  모드는 공정반응의 온도가 650 ℃ 도달할 때까지 운 이며, 이 

때 모든 수분은 응축기에 포집된 후 응축수 수집탱크에 모은다. 이 때 알곤

가스와 동반되는 수분은 필터에서 포집된다. 이 후 속 환공정은 정상운  

모드로 650 ℃에서 운 되며 LiCl-Li2O fume은 응축기를 거쳐 응축 트랩에

서 포집된다. 흡수탑은 알곤가스와 동반되는 미량의 fume를 포집하며, 정상

인 가스의 흐름인지를 확인하기 해 ventilation 연결 에 flowmeter를 

설치한다. 응축 트랩에 포집된 LiCl-Li2O fume은 응축 트랩을 가열한 후 액

상상태로 진공이송 방법으로 완충탱크에 모은다. 완충탱크에 모인 LiCl-Li2O 

fume은 진공 이송방법으로 속 환공정의 반응기로 보내진다.

  속주조공정에서 발생되는 LiCl-Li2O fume, volatile fission product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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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기를 거쳐 응축 트랩에 포집된다. 흡수탑은 알곤가스와 동반되는 미량의 

LiCl-Li2O fume  volatile fission products를 포집하며, 정상 인 가스의 

흐름인지를 확인하기 해 ventilation 연결 에 flowmeter를 설치한다. 응

축 트랩에 포집된 LiCl-Li2O fume  volatile fission products는 응축 트랩

을 가열한 후 액상상태로 진공이송 방법으로 완충탱크에 모은다. 완충탱크에 

모인 LiCl-Li2O fume은 진공 이송방법으로 속 환공정의 반응기 혹은 폐

용융염 처리공정으로 보내진다.        

  (2) LiCl 용융염 회수공정 내 기기의 유지보수

      속 환공정  속주조공정 내에 설치되는 주요 구성원은 운 의 

최 효율  안정성을 고려하여 배열되어야 하며, 한 주요 구성원의 효율

인 유지보수를 하여 개별 으로 분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충진재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속부 의 용 을 배제하고 swagelock으로 체결하며 원

격조작으로 운 되는 manipulator의 근성, 운 성 등이 고려되어야한다. 아

울러 핫셀 내의 기기  련설비 등의 유지보수로 사용되고 있는 직 조작

방식은 공정기기를 구분된 셀 내에 배치하여, 원격해체  제염과 직 조작

(방호복 착용 등)으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정장치 사이에 물질취 을 행하

는 계에서는 합하지 않고, 원격유지보수방식은 천정크 인과 서보매니퓰

이터의 조합 등에 의한 원격조작 방식으로 공정장치  련 설비 등의 

성, 피폭 하  원격조작 기술의 진 을 고려하면 원격유지보수가 가장 

합하다.     

  (3) LiCl 용융염 회수공정의 고려사항

      LiCl 용융염 응축물 회수공정의 설계에 있어서 가장 요한 부분은 공

정의 효율 인 운 과 공정의 안 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공정개념과 공정특성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용융

염 응축물 회수공정의 공정개념을 이해하고 설계 시 고려해야하는 공정  

장치 특성, 주요 운 변수 등 기술  자료들을 검토하고 정리하여 설계에 반

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한 LiCl 용융염 응축물 회수공정에서 발

생되는 수분, LiCl-Li2O fume, volatile fission products를 포집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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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흡수장치 등의 주요 구성원 별 설계기 을 마련하고 물질수지를 작

성한 후 이를 근거로 구성원의 크기  충진재를 산정해야 한다. 주요 구성

원에 한 공정 흐름도는 단 구성원들의 운 온도를 일차 으로 고려하고, 

다음으로 유체에 의한 오염  성능 하 등의 상호 계를 고려하여 작성해

야한다.

 바. LiCl 용융염 회수공정 시스템 개념설계

  (1) 속 환공정에서 LiCl 용융염 회수공정 시스템

   (가) LiCl과 산화우라늄에 포함된 수분제거를 한 650 ℃까지 열운

계통은 condenser, condensate trap, condensate collection vessel, filter, 

ventilation 계통으로 구성되도록 설계

   (나) 650 ℃까지 운  후 평형온도를 유지하면서 운 되는 정상운 계통

은 condenser, condensate trap, absorber, flowmeter, ventilation 계통으로 

구성되도록 설계

   (다) Condensate trap에 응축된 LiCl를 회수하기 해 condensate trap을 

가열한 후 진공이송방법으로 속 환장치로 이송하는 기능을 갖도록 설계

  (2) 속주조공정에서 LiCl 용융염 회수공정 시스템

   (가) LiCl 회수를 한 정상운 계통은 condenser, condensate trap, 

absorber, flowmeter, ventilation 계통으로 구성되도록 설계

   (나) Condensate trap에 응축된 LiCl를 회수하기 해 condensate trap을 

가열한 후 진공이송방법으로 속 환장치로 이송하거나 폐용융염 처리공정

으로 이송하는 기능을 갖도록 설계

  (3) LiCl 용융염 회수공정 시스템의 공통사항

   (가) 용융염 이송 련 설비에서는 dead zone 부분의 국부과열로 인한 소

성변형에 의해 팽윤 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dead zone 부분을 가능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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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열 의 설치 시 온도분포를 고려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도록 

설계

   (나) 운  환경  공간  제한성, 원격 유지보수 차, 기 설치된 유지보

수 시스템의 이용 가능성과 제한요소 등을 고려하여 설계 

   (다) 원격 운  모드, 원격 유지보수 모드, 원격유지보수 시스템 등을 고

려하여 설계

   (라) 기능   기계  구조는 교체가 가능한 모듈 는 서 어셈 리로 

제작되어야 하며, 손상된 기기  기설비는 필요 시 핫셀 내부에서 기계식 

매스터  슬 이  매니퓰 이터를 사용하여 수리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

   (마) 회수공정 시스템의 수명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기기, 계장, 기 

부품의 재료에 해 방사능 향을 고려하여 설계  

  (4) LiCl 용융염 회수공정 시스템 주요 구성원 설계사양

   (가) 속 환공정

      ① Condenser

         - Type : air forced type

         - Condenser 외부온도 : < 180 ℃

         - Condenser capacity : 100 W

         - Air flow rate : 2.1 m
3/h 

      ② Condensate trap and heater

         - Condensate trap type : Channel insertion type

         - Condensate trap and heater type : Line jacket type

         - Condensate trap and heater size : 100(D) x 250(L)

         - Condensate trap and heater capacity : 20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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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Absorber

         - Absorber size : 150(D) x 300(H)

         - Absorbent : Siloxide

      ④ Filter

         - Filter size : 80(D) x 250(H)

         - Filter packing : Capron fiber

      ⑤ Condensate collection vessel

         - Vessel type : Cylindrical baffle insertion type

         - Diameter ratio height : 1 : 2

         - Vessel capacity : 1 L

      ⑥ Buffer vessel

         - Vessel type : Cylindrical type

         - Diameter ratio height : 1 : 2

         - Vessel capacity : 0.35 L

      ⑦ Flowmeter

         - Flowmeter type : Differential pressure type 

         - Flowmeter capacity : 0.6 m
3/h

   (나) 속주조공정

      ① Condenser

         - Type : air forced type

         - Condenser 외부온도 : <180 ℃

         - Condenser capacity : 500 W

         - Air flow rate : 10.3 m
3/h 

      ② Condensate trap and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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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densate trap type : Channel insertion type

         - Condensate trap and heater type : Line jacket type

         - Condensate trap and heater size : 150(D) x 350(L)

         - Condensate trap and heater capacity : 700 W

      ③ Absorber

         - Absorber size : 150(D) x 300(H)

         - Absorbent : Siloxide

      ④ Buffer vessel

         - Vessel type : Cylindrial type

         - Diameter ratio height : 1 : 2

         - Vessel capacity : 20 L

      ⑤ Flowmeter

         - Flowmeter type : Differential pressure type 

         - Flowmeter capacity : 0.6 m
3/hr

  (5) LiCl 용융염 회수공정 시스템 계통도

   (가) 속 환공정

        속 환공정에서 LiCl 용융염 회수공정 시스템은 수분제어공정, 

LiCl 용융염 포집  회수공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수분제어공정은 condenser, 

condensate trap, condensate collection vessel, filter 계통, LiCl 용융염 포집

공정은 condenser, condensate trap, absorber 계통, 그리고 LiCl 용융염 회수

공정은 condensate trap and heater, buffer vessel, 진공이송으로 속 환장

치로 보내는 시스템의 계통도를 Fig. 7.1.4.3에 나타내었다. 

   (나) 속주조공정

        속주조공정에서 LiCl 용융염 회수공정 시스템은 LiCl 용융염 포집 

 회수공정으로 구성되었으며, LiCl 용융염 포집공정은 conden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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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ensate trap, absorber, flowmeter 계통, 그리고 LiCl 용융염 회수공정은 

condensate trap and heater, buffer vessel, 진공이송으로 속 환장치 혹은 

폐용융염 처리공정으로 보내는 시스템의 계통도를 Fig. 7.1.4.4에 나타내었다. 

Fig. 7.1.4.3. Process flow diagram of LiCl recovery system at metallizer.

Fig. 7.1.4.4. Process flow diagram of LiCl recovery system at sm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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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속식 Salt Distillation 장치개발

 가. 우라늄 속내 잔류 LiCl 염 분리방안 도출  실험  평가

  (1) 용물질

      ACP 공정의 해환원 공정에서 제조되는 속 환체에는 LiCl를 주

성분으로 하는 잔류염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속 환체로부터 증

류에 의하여 분리해 내는 방법에 하여 정량  평가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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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기간, 43,000 MWd/tU 연소도의 기  PWR 사용후 핵연료의 조성이 계

산되었다. 해환원 공정과정에서의 화학  거동을 고려한다며, 사용후 핵연

료의 구성성분은 크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다: (a) 우라늄 (U), 

우라늄 원소 (TRU), (b) 알칼리 속 (AM)과 알칼리 토 속 (AEM)을 포

함하는 핵분열 생성물, (c) 희토류 (RE), 그리고 (d) 귀 속 원소 (NM). 

Table 7.1.5.1은 ACP voloxidation 단계가 끝난 후의 산화물 형태 사용후 핵

연료에 포함된 주요 성분의 방사능과 무게를 나타내고 있다. 해환원 과정

을 거치면, 99% 이상의 U, TRU, 그리고 NM은 속분말 형태로 환되게 

된다. 고방열 핵종인 알칼리와 알칼리 토 속 산화물은 해환원 단계에서 

화학 으로 염화물로 바 게 된다. Li에 의하여 환원되지 않는 희토류 산화

물은 LiCl-Li2O 용융염에서의 낮은 용해도 때문에 그 부분이 속 환체 

내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환원된 속 환체에 함유된 잔류염의 부분

은 해환원 공정의 반응매질로 사용되었던 LiCl-Li2O이다.

Table 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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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수지에 따르면, 환원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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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96%는 U 속이다. 따라서, 사용후 핵연료 속 환체의 거동을 모

사할 용물질로 천연 우라늄 속분말을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다. L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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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분말은, 천연 U3O8 분말을 공 물질로 하여 650 ℃ LiCl-3 wt% Li2O 

용융염상에서 진행된 해환원 공정으로 생산되었다. 염화물로 환된 Sr의 

거동은 SrCl2 (Alpha, 99.995%)를 사용하여 조사하 다. 염분리 과정에서 RE

의 거동은 Y2O3 (Rare Metallic, 99.99%)를 사용하여 조사하 다. 

  (2) 열분석 실험  공정분석

      실험 샘 의 녹는 은 시차주사 열량분석법 (DSC)으로 측정되었다. 그 

분석은 Seiko EXSTAR DSC 6300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온도 scan 과

정에서의 염 휘발을 방지하기 하여 'hermetically sealed stainless steel' 

팬을 사용하 다. 상온에서 900 ℃까지의 가열 scan 후에 in situ로 900 ℃에

서 상온까지의 냉각 scan을 수행하 으며, 샘 의 고화에 기인하는 열 방출

을 온도의 함수로 측정하 다. 모든 DSC 실험은 ‘static air’ 분 기에서 수

행하 다.

  염 휘발에 한 정량  분석은 열 량 분석법 (TG)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TG 분석은 보호 rod와 알루미나 팬이 장착된 Setaram 92-18 열 량 분

석기에서 이루어졌다. 온도 scan은 상온에서 1,400 ℃까지 50 ml/min의 알곤 

가스 흐름 분 기에서 수행하 으며, 샘 의 휘발에 기인하는 열 량 감소를 

온도의 함수로 측정하 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샘 은 화학  반응성이 강한 물질들을 취 하기 한 

알곤 가스 분 기의 로  박스에서 비되었다. 샘 의 무게는 모든 경우

에 20 mg이었다.

습식공정과는 달리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한 건식공정에서는 물을 용매를 

사용한 분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건식 공정이 가지는 장   하

나는 물을 용매로 사용하지 않는 공정 개념에서 기인하는 향상된 임계 안정

성이다. 따라서 Argonne National Laboratory의 ‘Cathode Process'에서는 

해정련된 속체로부터 잔류염을 분리하기 한 방법으로 고온 휘발법을 

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ACP의 해환원된 속 환체로부터 잔류 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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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기 한 방법으로 휘발 분리법의 타당성을 조사하 다.

  제 3장 제 2 에서 속/염 분리를 한 휘발 분리법의 타당성을 증명한 

바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용물질의 휘발거동은 방사성 핵종의 휘발거

동과 일치한다고 가정하 다. Li2O도 LiCl-Li2O의 구성성분으로서 반드시 U 

속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고체 Li2O의 증기압은 심지어 액

체 U 속보다도 낮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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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2O가 LiCl 용융염 상에서 액체로 

존재한다면, 고체인 경우와 차별화된 휘발 거동을 나타낼 것이다. SrCl2와 

Y2O3의 증기압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들의 녹는 은 LiCl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최소한 이들의 상 인 안정성과 낮은 증기압을 유추할 

수 있다.

  (3) 시차주사열량 분석기에 의한 분석

      제 3장 제 2 의 결과에 의하면, LiCl이 ACP 속 환체로부터 휘발

에 의하여 분리되는 조건에서, CsCl도 속 환체로부터 휘발 분리될 수 있

음이 자명하다. 따라서, CsCl에 한 열분석 실험은 수행되지 않았다. 

LiCl-67.5 wt% SrCl2는 492 ℃에서 공융을 나타낸다 (FACT Database 자

료). 따라서 ACP 속 환체의 잔류염에 포함된 SrCl2는 LiCl의 녹늠  이

상의 온도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같은 온도에서, 용액상의 액체 

물질의 기화속도가 같은 순수한 고체 상태 물질의 승화 속도보다는 크다. 

LiCl에 한 Li2O의 용해도는 650 ℃에서는 8.7 wt%이고 750 ℃에서는 11.9 

wt%이다. 이는 ACP의 속/염 분리과정에서는 고체 Li2O의 승화보다는 액

체 Li2O의 기화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650 ℃ LiCl에서의 Y2O3 용해도

는 0.84 ppm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ACP의 해환원 공정과 smelting 공정 

과정에서 부분의 Y2O3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됨을 나타낸다.

  DSC 실험으로 LiCl 용융염에서의 Li2O, SrCl2 그리고 Y2O3의 특성을 조사

하 다 (Figures 7.1.5.1과 7.1.5.2). 비교를 하여, 세 개의 이성분 용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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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물질 (LiCl, Li2O, SrCl2, Y2O3)을 DSC 기기에 도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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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5.1. Cooling (20 oC/min) curves of DSC for the mono-component  

            samples. 

  8 wt%는 단지 분석편의를 하여 선택하 다. 상변이 온도는 냉각 곡선 

피크의 ‘Onset point’로 정하 다. 그리고 용융에 의한 염 균질화는 선행되는 

가열 사이클에서 이루어졌다.

단일성분 샘  에서는, LiCl과 SrCl2만이 액체에서 고체로의 상변화를 각

각 605 ℃와 868 ℃에서 나타내었다. 흥미롭게도 LiCl-8 wt% Li2O는 555 ℃

에서 상변화를 나타내었는데, 이 온도는 순수한 LiCl의 녹는 보다 훨씬 낮

은 온도이다. 이는 LiCl melt가 Li2O (or O
2-)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훨씬 

안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Barbin 등은 알카리 속의 용융 염화물에 도입된 

산화물 이온이 ‘bridge complex group’을 형성함을 보고하고 있다 [7.1.5.1]. 

따라서, Li2O가 용융 LiCl 염에 도입되면, bridge 산소 화합물이 형성되고 이 

화합물이 공융 거동을 나타냄을 유추할 수 있다. LiCl-8 wt% SrCl2는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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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479 ℃에서 각각 피크를 나타내었다. 상 으로 고온부의 피크는 

SrCl2에 의하여 안정화된 LiCl의 고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되었으며, 

온부의 피크는 공융 LiCl-SrCl2 화합물의 고화에 기인한다고 해석되었다.

Fig. 7.1.5.2. Cooling (20 
oC/min) curves of DSC for the bi-component     

            samples.

  Li2O와 SrCl2의 LiCl과의 공융은 이들의 휘발 거동에도 향을 미칠 것이

다. Y2O3의 경우에는 이의 LiCl 용융염에의 용해도가 매우 낮고, LiCl-8 

wt% Y2O3의 DSC 실험에서도 Y2O3와 LiCl간의 상호작용은 없이 단지 605 

℃에서 단일 피크가 찰될 뿐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Li2O의 LiCl과의 공융

이 LiCl-Li2O 용융염에 기반한 ACP 해환원 공정의 최 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은 주목받아야만 한다. 이에 Li2O와 LiCl의 공융에 하여 보다 자

세한 분석을 수행하 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를 고려하여, 순수한 LiCl

에서 50 wt% Li2O까지 6 가지 조성의 샘 을 DSC 기기에서 분석하 다 

(Fig. 7.1.5.3). 가열 곡선의 피크 온도를 상호 비교하 다. Li2O wt%의 증가

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는 LiCl-Li2O 염의 녹는  강하가 찰되었으며, 그 

이유는 LiCl 염에서의 Li2O의 한정된 용해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Fig. 7.1.5.3은 Li2O wt%가 19와 50 일 때, LiCl-Li2O 염은 하나의 액체상과 

고체 Li2O로 존재함을 자명하게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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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5.3. Heating (20 oC/min.) curves of a DSC for the LiCl and       

            LiCl-Li2O salts (wt% of Li2O = 1, 3, 8, 19, and 50).

  Li2O의 녹는 은 1,570 ℃이며, 따라서 순수한 고체 Li2O는 Fig. 7.1.5.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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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는 은 같으며, 이는 순수한 LiCl의 녹는 보다는 매

우 낮은 값이다.

냉각 스캔 (in situ)이 가열 스캔 후 수행되었다 (Fig. 7.1.5.4). LiCl-Li2O 

(Li2O wt% = 1과 3)의 경우에는 분명한 두 개의 피크를 보여주고 있다. 냉

각 사이클에서의 피크 분리는 가열 사이클에서의 염 용융에 기인하는 염의 

균질화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두 번째 가열 사이클에서는 피크 분리를 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LiCl-Li2O (Li2O wt% = 8, 19, 그리고 50)

의 피크 온도와 LiCl-Li2O (Li2O wt% = 1, 3)의 온부 피크 온도는 555 ℃

이다. 반면에 LiCl과 LiCl-Li2O (Li2O wt% = 1, 3)의 고온부 피크 온도는 

Li2O wt% 증가에 따른 피크 온도 강하 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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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5.4. Cooling (20 oC/min.) curves of a DSC for the LiCl and        

             LiCl-Li2O salts (wt% of Li2O = 1, 3, 8, 19, and 50).

  따라서 Fig. 7.1.5.4로부터 ‘bridge oxide’ 화합물이 Li2O의 LiCl 용융염에서

의 용해도 한계 내에서 형성되며, 이의 녹는 이 555 ℃임을 유추할 수 있

다. 그런데, LiCl-Li2O (Li2O wt% = 1, 3)의 고온부 피크는 ‘bridge oxide’ 화

합물에 향받는 LiCl의 용융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향의 강도

는 용융염에서의 Li2O 농도에 좌우될 것이다. 우라늄에 함유된 잔류염을 

상으로 한 X-ray 회  분석에서는 순수한 LiCl과 Li2O 상만이 찰되었다. 

이는 ‘bridge oxide’ 화합물이 냉각 과정에서 각각의 고체상으로 분리됨에 기

인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3) 열 량 분석기에 의한 분석

      용 물질군의 휘발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열 량 분석을 수행하

다. DSC 실험과 유사하게, TG 분석에 도입된 샘 은 단일 성분 용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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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 Li2O, LiCl-8 wt% SrCl2, LiCl-8 wt% Y2O3)로 이루어졌다. AC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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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환원 단계에서 제조된 U-LiCl-Li2O도 한 TG 분석에 도입되었다. 

U-LiCl-Li2O에서의 잔류 LiCl-Li2O 염의 양은 28.1 wt%로 측정되었다.

Fig. 7.1.5.5는 LiCl-Li2O에 함유된 Li2O의 양이 11.2 wt%로 측정된 

U-LiCl-Li2O 샘 에서, 의미있는 잔류염의 휘발은 800 ℃에서 시작되며, 

1,100 ℃ 이하에서 휘발이 완결됨을 보여주고 있다. Atomic emission 

spectroscopy로 측정된 잔류 Li의 양은 단지 8.6 ppm에 불과하 다. Li2O와 

Y2O3 휘발은 1,400 ℃에서도 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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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한 염의 휘발이 찰되었으며, 이

는 Li2O과 SrCl2이 LiCl과 공휘발 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만약 LiCl에서의 

Li2O 양이 용해도 범 를 넘어선다면, Li2O 일부는 조사된 온도범 에서 휘

발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LiCl-19 wt% Li2O의 경우에는, 휘발된 Li2O는 

단지 72%이었다. LiCl-Li2O의 휘발을 Li2O의 LiCl-Li2O 용융염에서의 용해

도와 연 시키고자 하 다. 그러나 LiCl 휘발 때문에 고온에서 신뢰성 있는 

용해도 값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 지만 최소한 Fig. 7.1.5.5는 LiCl에 용해

된 Li2O과 SrCl2의 경우에는 945 ℃ 이하에서 휘발되어 ACP의 속 환체

로부터 분리될 수 있음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Fig. 7.1.5.5. TG scan (10 oC/min.) curve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separation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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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속도의 정량  측정을 하여 950 ℃에서의 등온 휘발 실험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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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로 TG pan의 온도를 950 ℃ 등온 상태로 유지하 다. Fig. 7.1.5.6은 950 

℃에서 5 분간 안정화한 이후의 등온휘발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염의 

휘발 속도는  기체의 동력학에 기반한 Hertz-Langmuir relation으로 표 하

다. 네 개의 샘 에 한 휘발량의 측정은 이들의 휘발속도에 한 분명한 

비교를 가능하게 하 다: LiCl-8 wt% Li2O : LiCl : LiCl-8 wt% SrCl2 : 

SrCl2 = 25.9 : 9.9 : 8.5 : 1.0

 나. 연속식 Salt Distillation 장치 설계  제작

  (1) 본체

      염증류 장치의 본체는 고온에서 염이 발생하는 분 기에서 견뎌야 하

므로, 알루미나 튜 로 하 다 (OD 50 mm, ID 42 mm, 1,000 mmH). 본체

는 상하부의 STS 재질의 튜  홀더에 의하여 고정되며, 이 튜  홀더에는 

냉각을 하여 냉각수가 순환된다 (Fig. 7.5.1.7). 

Fig. 7.1.5.6. Evaporation rate comparisons determined from TG at 950 oC.

샘 이 담긴 도가니는 상부 튜  홀더와 텡스텐 와이어에 의하여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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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도가니는 알루미나 튜 의 앙에 치하게 된다. 알루미나 튜 를 둘러

싼 Super Kanthal 가열로에 의하여 도가니 속의 샘 이 가열되면, 염은 증발

하여 하단부 튜  홀더와 연결된 염회수 용기에서 응축 회수되게 된다. 알루

미나 튜  내부의 분 기는 진공, Ar, 진공 + Ar가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이를 하여 상단부 튜  홀더에는 Ar 기체 공 을, 하단부 튜  홀

더에는 기체 배기 을 연결하 다. 그리고 기체 배기 에는 진공 펌 를 연

결하여 진공 배기도 가능하도록 하 다. 시스템의 기  유지를 하여 상단

부 튜  홀더와 하단부 튜  홀더에는 실리콘 재질의 O-ring이 각각 2 개씩 

사용되었다. 염회수 용기의 온도는 별도의 K type의 열 를 설치하여 측

정하 다. 

  진공 line의 경우에는 electropolising을 수행하여 de-gasing을 최 한 방지

하 으며, fitting 부분은 Swagelok type을 사용하 다. 각종 배 , 배선  

알루미나 튜  본체는 frame과 장치 구조물을 이용하여 지지하 으며, 유지

보수를 한 장치의 탈/부착시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설치하 다.

NW50

NW50

NW50

Fig. 7.1.5.7. Main part of salt dist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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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어반  Pow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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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열이 가능하나, 일반 으로는 1,400 ℃를 가열온도 상한 값으로 설정하

다. 단열재로는 세라믹 보드와 이버를 사용하 으며, Power는 220 V 단상

이고, 온도제어는 PID 로그램 제어를 이용하 다. 가열 zone은 15 mmH를 

균일하게 가열할 수 있게끔 비교  넓게 설정되었다. 제어반은 염 증류 장치

의 모든 작동상태  조건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각종 계기류와 조작용 스

치로 구성하 다. Fig. 7.1.5.8에 제어반의 구성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으며, 각

각의 명세는 아래에 나타내었다.

05-F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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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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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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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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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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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원

사용온도

최고온도

내부규격발 주 처
개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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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e : 중간 약간위쪽위치

뒤쪽 

이동가능 뒤쪽에

정    민    실    업

05-F59

Fig. 7.1.5.8. Control and power supply parts of salt distillator.

  이상 상황 발생 시 가열로 power supply의 SCR와 control 부분의 손상을 

막기 하여 반도체 속단 fuse를 사용하 다. 그리고 power transform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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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 wire는 충분히 굵게 하여 열 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냉각 열교

환에 의한 에 지 손실도 최소화하 다. Heater power control에는 auto와 

manual의 두 가지 기능을 부여하며, 압을 인가했을 때 바로 최  워가 

인가되지 않도록 설계하 다. 한 over temperature control 기능을 설정하

여, 최고 설정온도에 이르면 heater power를 자동으로 차단되게끔 하 다.

이상상황 발생 시는 heater power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정상회복 시에도 

가열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reset 기능을 부여하여 압공 이 바로 이루

어지지 않도록 하 다. Interlock이 걸렸을 때에도 가열로에 공 되는 power

를 차단시켜 염 증류 장치 내에 발생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 다.

- Vent valve S/W: 염 증류장치 내에 잡힌 진공을 기시킬 때 사용되는 

1/4"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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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ve

- Rotary pump braker: 진공을 해 rotary pump를 가동시킬 때 쓰는 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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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D temperature controller: 온도 제어용

- Ampere meter: transformer의 2차 류량 측정용

- Furnace braker: heater에 원을 넣어주는 제동기

- Control braker: 제어반에 원을 공 (heater 제외한 모든 원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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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zzer: interlock이 걸렸음을 경고함

- Buzzer off S/W: buzzer가 울릴 때 소리를 mute하기 한 S/W

- Manual knob: manual로 heater 온도를 올릴 때 쓰는 조정용 가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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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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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cuum gauge: 진공도 확인(범 : 1000～1×10-4 torr, 오차: full scale의  

 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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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 inlet valve S/W: 염증류장치 내에 기체를 공 할 때 쓰는 valve

- Gas outlet valve S/W: 염증류장치에서 기체를 제거할 때 쓰는 valve

 다. 연속식 Salt Distillation 성능평가 

  (1) 운 차

      설계요건  비 실험을 토 로 설정되어진 염 증류장치의 운 차

는 다음과 같다.

      ○운 시작 에 장치의 정지 상태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한다.

         - 진공 밸 는 닫  있음.

         - 제어반 면부 조작 넬에 있는 모든 스 치는 OFF 상태.

         - 냉각수 밸  닫  있음.

      ○ 면부 조작 넬에 있는 control breaker ON.

      ○Vent 밸 를 연다.

      ○계량을 끝낸 시료 (U+LiCl+Li2O, 는 LiCl)를 도가니에 장입하고,   

        다시 체 무게를 측정함 (염 증류장치 외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짐). 

      ○염 증류장치 상단부 튜  홀더를 열고 도가니를 내부로 장입한다.

      ○염 증류장치 상단부 튜  홀더를 닫는다.

      ○Vent 밸 를 닫는다.

      ○진공펌 를 작동시킨다 (rotary pump braker ON).

      ○진공밸 를 연다.

      ○Vacuum gauge로 진공도 확인한다.

      ○진공상태의 조업이 아니고 알곤 기체를 계속 공 /배출시키며 조업  

        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vacuum gauge를 OFF 한 후 vacuum 밸   

        를 닫고 기체를 공 하도록 한다.

         - Gas outlet V/V를 연다.

         - Gas inlet V/V를 연다.

         - 유량계를 이용하여 기체 유속을 조 한다.

      ○수냉 시스템을 작동한다.

         - 수냉 라인의 밸 를 연다.

      ○가열을 시작하기 에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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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rnace braker와 power toggle S/W의 OFF 상태 확인.

         - 장비 내부에 냉각수가 흐르는 여부 확인.

         - 기기 내부  외부에 leak가 없는지 확인.

      ○Furnace braker ON.

      ○Power toggle S/W ON.

      ○작업 상황에 따라 작업 운 을 수동이나 자동으로 맞춘다.

         - 이상 발생 시에는 furnace power를 OFF.

         - 이상 발생 해제 시에는 복귀(RESET) 버튼을 른다.

      ○Furnace braker를 OFF.

      ○상온으로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Vacuum gauge OFF.

      ○Vacuum V/V OFF.

      ○Rotary pump S/W OFF.

      ○Vent V/V OPEN.

      ○염 증류장치 상단부 튜  홀더를 열고 도가니를 꺼낸다.

      ○염 증류장치 상단부 튜  홀더를 닫는다.

      ○염 증류장치 하단부를 열고 염증류 용기를 꺼낸다.

      ○염 증류장치 하단부를 닫는다.

      ○Vent V/V CLOSE.

      ○Control breaker OFF.

      ○냉각수 V/V OFF.

      ○도가니와 염증류 용기에 든 샘 을 상으로 계량  분석을 수행  

        한다. (염 증류장치 외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짐).

      ○주의 사항

        펌 오일의 역류를 방지하기 하여 밸 의 조작순서를 다음과 같  

        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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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공을 기할 때: 1) vacuum 밸  CLOSE, 2) rotary pump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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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능시험

      염증류장치 시제품의 성능평가 시험은 실험실 규모 (～10 g 

U3O8/batch) 해환원 실험에서 회수된 환원 극 생성물 (U+LiCl+Li2O)과 

순수한 LiCl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 

Fig. 7.1.5.9. Photograph of the prototype salt distillator.

  Fig. 7.1.5.9는 설치된 염 증류장치 시제품을 보여주고 있다. 냉각수 순환펌

, 알곤 가스통, rotary 폄 , 기체 공 라인에 설치된 란색 실린더의 수

분과 산소 트랩이 염 증류장치 시제품에 부가 설치되어 있다.

Table 7.1.5.2.  Description of the prototype salt distillator

Unit Specification Performance

가열부
Super Kanthal

가열로, 수냉 

최 가열: 1,500 ℃

φ50 mm×150 mmH

염회수부 STS 용기
수냉 염 응축, 

추가 염 포집 (트랩)

운 조건제어부

진공, 

Ar,

(진공 + Ar)

수분 <25 ppb,

산소 <15 ppb

진공도 <10-2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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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1.5.2에 실험실에 실제 설치된 염 증류장치 시제품의 제원  성능

을 요약,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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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5.10. Vaporization experiments in the prototype salt distillator.

  Fig. 7.1.5.10은 염증류장치 시제품에서 LiCl 시약 (Alpha, 99.95%)을 사용

하여 수행한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료량은 ～8 g/batch이었다. Ar 기

체 분 기에서는 증발된 물질이 액면 부근에 머물러 있고, 확산에 의하여 천

천히 장치 내로 확산할 것으로 단된다. 그러므로 계의 증발속도는 최  증

발속도보다는 느린 확산속도에 의존하게 된다. 실제로 진공분 기와 비교하

을 때, Ar 기체 흐름 분 기에서는 히 낮은 증발속도가 찰되었다. 

진공 분 기에서는 20 분 내에 염 휘발 분리가 완결될 수 있음을 Fig. 

7.1.5.10에서 알 수 있다. 

  염 증류장치 시제품을 상으로 실험실 규모 (～10 g U3O8/batch) 해환

원 실험에서 회수된 환원 극 생성물 (U+LiCl+Li2O)을 사용하여 수행한 실

험에서는, 장치 Inlet에서는 알곤 가스를 공 하고 장치 Outlet에서는 진공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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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용하는 방식으로 장치 운 을 수행하 다. 그 이유는 본 장치 개념이 

용될 극에 의한 간  가열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smelter에서는, 휘발된 

염에 의해 극부를 비롯한 graphite 재질의 장치 내부가 손상되는 것을 방

지하기 하여, 장치 Intet 부분에는 Ar 기체를 공 하는 동시에 smelter 장

치 내부에 장입되어 있으면서 샘 을 담고 있는 내부용기에는 진공배기를 

용함으로써, 장치내부와 내부용기 사이에 압력차를 발생시키고, 이에 의하

여 휘발된 염이 내부용기에서 장치 내부로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개념을 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Fig. 7.1.5.11. X-ray diffraction spectrum of the sample used in the prototype  

             salt distillator.

  Fig. 7.1.5.11에 실험에 사용된 형 인 샘 의 X선 회 분석 결과를 나타

내었다. 우라늄 속, LiCl, Li2O 상만이 찰되었다. 이 시료에서 LiCl-Li2O

의 양은 28.1 wt%이었으며, LiCl-Li2O에서 Li2O의 양은 11.2 wt%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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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U-LiCl-Li2O                     (b) Recovered LiCl-Li2O

Fig. 7.1.5.12. Photographs of the sample before and after the test.

  염 증류장치 시제품에서 알루니마 도가니에 담긴 시료는 장치 내부에 장

입된 다음, 가열되고, 휘발된 염은 장치 하단부의 STS 재질의 염 회수용기

에서 회수되게 된다. Fig. 7.1.5.12는 알루미나 도가니에 담긴 샘 과 염 증발 

실험 후에 회수용기에서 회수된 염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알루미나 도가

니에 남아있는 우라늄 시료 의 잔류 염 농도를 분석하기 하여 atomic 

emission spectroscopy 분석을 수행하 다. 시료의 3 부 를 취하여 각각 Li

를 정량한 결과, 8.3 ㎍/g, 2.1㎍/g, 8.6 ㎍/g으로 분석되었다. Li의 양을 측정

하는 것은 시료 에 포함된 LiCl과 Li2O 그리고 잔류할 수도 있는 속 Li

까지 모두 정량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결과 으로 속 환체에서 최소한 

LiCl과 Li2O는 용이하게 휘발 분리할 수 있음과 염 증류장치 시제품의 성능

이 기 요건을 충족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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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단 공정 모델 개발

1. 건식분말화 공정 모델 개발

 가. UO2 산화 동  모델

    UO2의 산화는 다음과 같은 반응으로 발생한다.

                                     (7.2.1.1)

등온 반응에서 원주 모양인 펠렛을 모사하기 하여 미반응 수축 핵 모델

(shrinking unreacted core model)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반응 정도와 반

응 시간 사이의 상  계는 다음 식으로 표 된다.

  







 


(7.2.1.2)

 식에서 는 반응 시간이며 는 고체 반응물의 몰 도, 은 펠렛의 반경, 

는 양론 계수, 는 기상의 기체 반응물의 몰 농도, 는 반응 정도, 는 

기상의 물질 달 계수, 는 생성물 층의 유효 확산도이며 는 반응의 속도 

상수이다.

  식(7.2.1.2)에서 우변의 첫 번째 항은 가스 필름을 통과하는 물질 달에 

한 항을 나타낸다. 두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은 각각 생성물 층의 확산 항

과 화학 반응 항을 나타낸다. UO2 펠렛의 산화과정은 S자 모양의 동  실

험 결과가 표 하듯이 결정핵생성과 성장의 과정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식

(7.2.1.2)의 마지막 화학반응 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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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2.1.1. Model parameters for eq.(7.2.1.3)

Temperature(℃) kg(cm/min) De(cm
2/min) ks(cm/min)

336 7.33 7.407 2.47

345 7.46 7.457 5.24

377 10.48 7.576 9.37

395 15.17 7.675 15.63

440 19.01 7.752 25.38

454 21.99 7.825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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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1 Voloxidation conversion with time and temperature.

 식에서 실험데이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매개 변수는 세 가지로 , 

   이다.

  문헌의 실험데이터[7.2.1.1]를 이용하여 식(7.2.1.3)의 매개 변수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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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2. Comparison of calculated reaction time with experimental 

             reaction time.

할 수 있다. 이 때 반응은 등속반응으로 가정되어 온도에 상 없이 반응식에 

주어진 의 값은 일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문헌[7.2.1.1]의 데이터는 직경 

14.28 mm 길이 20.12 mm의 UO2 펠렛을 사용하여 공기 분 기에서 산화 실

험한 데이터로 온도는 336에서 454 ℃까지 변화시켰다. 각 온도에서 식

(7.2.1.3)의 매개 변수인 ,    을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결정하 으

며 n=4인 경우 최 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정된 매개 변수의 값들은 

Table 7.2.1.1에 제시되었으며 Fig. 7.2.1.1에 각 반응 온도에서 UO2의 산화 

환율이 반응 시간에 따라 식(7.2.1.3)에 의해 계산된 결과를 함께 나타냈다. 

Fig. 7.2.1.1에 나타난 것과 같이 S-형태의 환율은 결정핵생성과 성장의 

형 인 모습으로 반응 온도의 증가에 따라 반응 속도 역시 속히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Fig. 7.2.1.2는 반응 시간에 한 모델의 계산 값과 실험값을 비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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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3. Calculated voloxidation conversion with the O2 concentration.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은 반응 시간에 해 실험값을 비교  정확히 

재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제시된 모델을 이용하여 기상의 산소 

농도에 따른 환율  UO2 펠렛의 크기에 따른 환율을 측할 수 있으며 

이는 각각 Fig. 7.2.1.3과 Fig.7.2.1.4와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 Fig. 7.2.1.3에서 

UO2 펠렛의 완  환을 한 시간은 산소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며 

산소 농도의 증가에 따라 반응 속도가 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는 UO2 산화에 화학 반응이 산소의 분압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

과이며 O2의 기체 확산과 생산물 층에 한 확산이 O2 분압에 의해 증가하

기 때문이다. UO2 크기에 의한 향은 Fig. 7.2.1.4와 같이 펠렛의 반경이 증

가하면 산소 기체의 확산 항 증가에 의해 산화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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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Fig. 7.2.1.5와 같이 Arrhen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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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4. Calculated voloxidation conversion with the UO2 pellet       

             radius.

도시를 통해 화학 반응과 생성물 층 확산의 활성화 에 지를 구할 수 있다. 

화학 반응 활성화 에 지는 문헌[7.2.1.1]에서 제시된 66.5 kJ/mol과 유사한 

60.0 kJ/mol로 추산되었으며 확산의 활성화 에 지는 1.6 kJ/mol로 계산되었

다. 낮은 확산 활성화 에 지는 산화에 따른 펠렛의 분말형태로의 물질  형

태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성물인 U3O8이 미반응 UO2와 분리되어 미반

응 역을 싸고 있는 반응층의 두께가 얇기 때문이다.

  Fig. 7.2.1.6에는 식(7.2.1.3)의 세 항치들의 상 인 요도가 산화 정도

의 함수로 표시되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기 항의 부분은 화학 

반응의 항에 기인하며 이는 기체층으로의 확산 보다 결정핵생성과 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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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반응이 훨씬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화학 반응 항의 상

인 값은 최종 산화 단계에서는 약 50%까지 차 으로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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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2.1.5. Arrhenius plots of De  and Ks  with temperature.

 나. 사용후핵연료 건식분말화 화학 반응 모델

    사용후핵연료에는 다양한 핵종이 존재하며 한 원소의 동 원소들이 동

일한 화학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사용후핵연료는 30종 이상

의 다양한 원소들이 섞여있는 혼합체이다. 사용후핵연료 내에서의 각 원소들

의 조성은 조사 기간  냉각 기간에 따라 변한다.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의 건식분말화 공정으로 도입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산화물 형태로 

ORIGEN2 code를 이용하여 계산된 기  물질들은 Table 7.2.1.2와 같다. SF

의 조성은 ORIGEN2 code에 의해 비교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으나 산화 

형태에 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각 원소의 산화수는 핵연료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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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산소 분압에 의존하며 각 산화물들의 안정 인 산소 분압에 따라 어떤 

원소는 산화물로 존재하고 어떤 원소는 속으로 존재하게 된다. 산화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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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6. Variation of the relative resistances for the voloxidation of 

            UO2 pellet.

용후핵연료에서 분열생성물의 화학  상태는 Kleykamp[7.2.1.2, 7.2.1.3]에 의

해 구분된 것과 같이 ① 휘발성 분열생성물 ② 속 침 물 (합 ) ③ 세라

믹 침 물 (산화물) ④ 연료 물질에 용해된 산화물로 크게 나  수 있다. 연

료 물질은 우라늄 산화물이며 따라서 속 침 물은 다른 상을 형성하는 것

으로 산화물 상태가 안정 이지 않은 원소들이며 세라믹 침 물은 연료 물

질과 다른 산화물 상을 구성하는 원소들로 산화물은 안정 이나 우라늄 산

화물과 잘 섞이지 않는 물질들이다. 우라늄 산화물에 잘 용해되는 산화물들

은 산화물 고용체(solid solution)를 형성하여 하나의 상을 구성하게 된다. 문

헌[7.2.1.2]에 물질들의 화학  형태가 Fig. 7.2.1.7과 같이 도식 으로 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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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후핵연료 내에서 각 원소들의 상태는 Fig. 7.2.1.7

과 같이 화학  형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를 들면, Sr의 경우 

Nuclide Amount(g) Nuclide Amount(g)

Fission products

Ag 9.964E+01 Pd 2.007E+03

Ba 2.339E+03 Pm 1.033E+01

Br 2.751E+01 Pr 1.445E+03

Cd 1.662E+02 Rb 4.497E+02

Ce 3.092E+03 Rh 5.332E+02

Cs 3.001E+03 Ru 2.955E+03

Dy 2.144E+00 Sb 2.474E+01

Eu 2.024E+02 Se 7.254E+01

Gd 1.961E+02 Sm 1.093E+03

Ge 8.471E-01 Sn 1.178E+02

He 1.699E+00 Sr 9.792E+02

I 3.048E+02 Tb 3.743E+00

In 2.584E+00 Tc 9.836E+02

Kr 4.574E+02 Te 6.399E+02

La 1.583E+03 Xe 7.079E+03

Mo 4.339E+03 Y 5.801E+02

Nb 5.897E-03 Zr 4.670E+03

Nd 5.271E+03 Subtotal 4.473E+04

Actinides

Am 7.563E+02 Pu 1.024E+04

Cm 5.863E+01 U 9.435E+05

Np 6.988E+02 Subtotal 9.553E+05

Total 1.000E+06 `

Table 7.2.1.2. Amounts of SF components estimated by ORIGEN code*

*
Burnup : 4.30E+04 MWD, Cooling time : 10yr, Amount : 1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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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7. The chemical state of the fission products in oxide fuels.

안정 인 형태는 산화물이지만 산화물이 존재하는 역은 세라믹 침 물과 

연료 물질사이에 걸쳐 있게 된다. 그러나 각 역에 존재하는 양은 명확하게 

측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건식분말화 화학 반응을 계산하기 해서는 도입 

물질에 한 가정이 필요하게 되며 건식분말화 공정에 도입되는 사용후핵연

료 구성성분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 다. ① 속 (Ag, Cd, Ge, In, 

Mo, Pd, Rh, Ru, Sb, Se, Sn, Tc, Te) ② 휘발성 기체 (Br2, He, I2, Kr, Xe) 

③ 산화물. Mo과 Te은 속과 산화물이 공존하는 것으로 Fig. 7.2.1.7에 나

타나있으나 양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 편의상 속으로 취 하 다.

  실제 화학평형 계산을 수행하기 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시스템에 한 추

가 인 가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사용후핵연료는 내부와 외부  상부와 

하부 모두 동일한 조성을 지니는 균질 혼합물로 가정되었다. 실제 사용후핵

연료는 반경 방향과 축 방향으로 다양한 조성을 지니고 있으나 정량화된 자

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고려했을 때 계산의 어려움 때문에 이와 같은 

가정을 도입하 다. 건식분말화 반응에 의해 펠렛 외부 층은 분말로 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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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펠렛의 새로운 표면이 기상과 반응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한 조성 변

화를 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상과 반응하는 고체상의 조성은 

항상 기 조성과 같은 것으로 가정하 다. 두 번째로 각 성분의 속-산소 

시스템을 독립 인 계로 취 하 다. 를 들면 Pu-O 시스템은 U-O 시스템 

 다른 속-산소 계에 무  하게 독립 인 계로 거동하여 다른 속-산소 

시스템의 반응에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 다. 한 각 속-산소 

시스템은 속의 몰 분율에 비례하는 표면 을 제공하여 건식분말화 공정에

서 산소와 하게 된다는 가정을 도입하 다. 마지막으로 각 속-산소 시

스템은 각 속 산화물로 이루어진 이상 고용체(ideal solid solution)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가정하 다. 를 들면, Sb는 Sb2O3, SbO2  Sb2O4 형태의 

산화물이 존재하며 이들 산화물과 속 Sb는 Sb-O 시스템에서 이상용액으

로 거동하여 혼합물인 용액 거동 모사에 필요한 활동도 계수는 1로 고정하

다. 속-산소 시스템에서 산화 반응이 발생할 때 속 성분들은 산화물과 

완 히 독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단된다. 실제 속-산화물 상평형도에서는 

속과 산화물이 혼합되어 존재하는 역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상 고용체

의 가정을 도입하게 되었다.

  앞서 언 한 가정들을 배경으로 속 는 속 산화물과 산소와의 반응

을 고려해야한다. 그러나 한 속에서 모든 산화물을 계산에 포함하는 것은 

실제로 데이터의 부족에 의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속  속 산화물

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물질들을 선정하여 발생 가능한 화학반응을 상

으로 계산을 수행해야한다. 를 들면, 우라늄의 경우 U3O7과 같은 다양한 

산화물들이 알려져 있지만 화학반응 계산에 필요한 물성이 알려진 우라늄 

산화물은 UO2, U4O9, U3O8, UO3이다. 따라서, 건식분말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U-O 시스템의 산화 반응 계산을 해서는 다음의 반응을 모두 고려해야한

다.

                                            (7.2.1.4)

                                               (7.2.1.5)

                                               (7.2.1.6)

                                             (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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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8)

                                               (7.2.1.9)

건식분말화 공정은 펠렛 형태의 UO2를 분말 형태의 U3O8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주목 으로 하고 있으나 화학 반응기 에서 U3O8 역시 산소와의 반

응에 의해 UO3로 산화될 수 있다. 따라서 UO3가 발생하는 식(7.2.1.6), 식

(7.2.1.8),  식(7.2.1.9)가 산화반응 계산에 포함되었다.

  U-O 시스템의 반응들에 한 각각의 반응 속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

나 일반 으로 고온 산화 반응은 빠르게 진행되므로 식(7.2.1.4)에서 식

(7.2.1.9)의 모든 반응 속도를 동일하게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응기에 도

입되는 공기에 의해  반응들의 평형 상수 값에 의해 각 산화물의 양을 계

산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속-산소 시스템에서도 모든 반응 속도가 

빠르며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계산을 수행하 다. 반응 평형을 계산하는 방법

은 각 반응의 평형 상수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다성분 다반응 계에

서 반응물질(산소)이 시간에 따라 도입되는 시스템에서는 체 Gibbs 에 지

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7.2.1.10)

         
                                         (7.2.1.11)

 식에서 는 i종의 몰수 이며 는 i종의 화학포텐셜이다. 는 식

(7.2.1.11)의 계식으로 표 상태 화학포텐셜(
)과 활동도계수()와 연 되

어 있다. 식(7.2.1.11)의 R과 T는 각각 기체상수와 온도이다. 식(7.2.1.10)

과 같은 다상 다성분계 화학 평형 계산을 한 산 툴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SOLGAS-MIX나 ChemSage같은 산 툴은 각 물질의 Gibbs 에 지

를 사용자가 작성 제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

용 산 툴인 HSC Chemistry에 내장되어있는 Gibbs-solver 루틴을 이용하

여 Gibbs 에 지를 최소화하 다. Table 7.2.1.3에 속산화물의 건식분말화 

공정 온도인 500 ℃에서의 반응 계산에 사용된 생성 Gibbs 에 지를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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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e Gf (kJ/mol-oxide) Oxide Gf (kJ/mol-oxide) Oxide Gf (kJ/mol-oxide)

UO2 -949.883 In2O3 -671.898 Rh2O -57.796

UO3 -1024.874 MoO2 -447.087 Rh2O3 -154.505

U3O8 -3055.739 MoO3 -547.975 RhO -31.229

U4O9 -3919.260 NbO -348.812 RuO2 -172.921

Ag2O 19.034 NbO2 -652.655 Sb2O3 -504.792

BaO -477.051 Nb2O5 -1558.305 SbO2 -310.555

Ba2O -518.597 PdO -35.582 Sb2O4 -620.848

BaO2 -502.897 Pr12O22 -11187.835 SeO2 -88.377

CdO -181.289 PrO2 -801.175 SnO2 -415.150

Cs2O -242.963 Pr6O11 -4807.750 SnO -203.723

Cs2O2 -283.882 Pr7O12 -5786.186 Tb7O12 -5850.016

CsO2 -173.900 Rb2O -233.396 TbO2 -822.469

EuO -513.126 RbO2 -164.623 Tb2O3 -1642.606

Eu2O3 -1409.856 Rb2O2 -255.003 TcO2 -293.050

GeO2 -429.508 TeO -159.242

GeO -147.684 TeO2 -184.556

Table 7.2.1.3. Gibbs energies of formation of metal oxides at 500 ℃

다. 사용후핵연료 내에서 안정 인 산화물로 존재하여 건식분말화 공정에

서 더 이상 산화가 발생하지 않는 Gd2O3등의 희토류 산화물들과 AmO2와 같

은 악티나이드 산화물들의 Gibbs 에 지는 Table 7.2.1.3에 제시하지 않았다.

  건식분말화 반응기는 고체 반응 물질은 반응기 안에 정체되어 있는 반면 

기체 반응 물질은 시간에 따라 연속 으로 반응기에 도입되는 반회분식

(semi-batch) 반응기이다. 따라서 기에 도입되는 산소는 산화 가능한 물질

들과 모두 반응하기에는 양이 모자라게 된다. 그러나 부족한 산소의 양에 

해서도 반응이 이루어지게 되며 결국 평형에 도달하면 - 보다 엄 히 반응

이 종료되면 - 각 속-산소 계에서 다양한 산화물이 발생할 수 있다. 건식

분말화 반응기에 흐르는 공기의 유속은 문헌[7.2.1.4]을 참조하여 표 상태 

14.5 l/min로 설정하 다. 따라서 반응기에 도입되는 산소 유량(=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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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Amount (mol) Weight (g) Compound Amount (mol) Weight (g)

Ag 1.8474E-02 1.9928E+00 PrO2 2.0510E-01 3.5464E+01

Ba2O 1.7031E-01 4.9502E+01 Rb2O 5.2615E-02 9.8358E+00

Br2 3.4428E-03 5.5020E-01 Rh 1.0362E-01 1.0664E+01

Cd 2.9570E-02 3.3240E+00 Ru 5.8474E-01 5.9100E+01

CeO2 4.4134E-01 7.5963E+01 Sb 4.0637E-03 4.9480E-01

Cs2O 2.2580E-01 6.3633E+01 Se 1.8374E-02 1.4508E+00

Dy2O3 1.3194E-04 4.9213E-02 Sm2O3 7.2697E-02 1.0931E+01

EuO 2.6639E-02 4.4742E+00 Sn 1.9847E-02 2.3560E+00

Gd2O3 1.2471E-02 4.5206E+00 SrO 2.2351E-01 2.3160E+01

Ge 2.3323E-04 1.6942E-02 TbO2 4.7104E-04 8.9931E-02

He 8.4950E-03 3.3980E-02 Tc 1.9889E-01 1.9672E+01

I2 2.4018E-02 6.0960E+00 Te 1.0030E-01 1.2798E+01

In 4.5010E-04 5.1680E-02 Xe 1.0784E+00 1.4158E+02

Kr 1.0916E-01 9.1480E+00 Y2O3 6.5249E-02 1.4734E+01

La2O3 1.1396E-01 3.7129E+01 ZrO2 1.0239E+00 1.2616E+02

Mo 9.0452E-01 8.6780E+01 AmO2 6.2247E-02 1.7122E+01

NbO 1.2695E-06 1.3826E-04 CmO2 4.7474E-03 1.3248E+00

Nd2O3 3.6543E-01 1.2296E+02 NpO2 5.8970E-02 1.5866E+01

Pd 3.7718E-01 4.0140E+01 PuO2 8.4628E-01 2.3362E+02

Pm2O3 7.0272E-04 2.3739E-01 UO2 7.9276E+01 2.1407E+04

Total 8.6832E+01 2.2650E+04

Table 7.2.1.4. Composition of voloxidizer reactants

 

0.113 mol/min이 된다. 공기 유속은 산화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가정 

하에서는 산화물 형태  양을 결정하는 요 변수는 아니지만 공정 시간을 

설정하는 변수이며 휘발성 분열 생성물의 제거율을 결정하는 변수이다. 

  건식분말화 반응기에 도입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조성은 Table 7.2.1.2의 조

성을 사용후핵연료 내에서의 각 원소들에 해 가정된 형태로 환하여 

Table 7.2.1.4에 나열되었다. 산화물 형태의 원소들은 다양한 산화물  산소 

g-mol당 생성 Gibbs 에 지가 최소인 것을 기  물질로 삼았으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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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8. Voloxidation of U-O system.

kgHM/batch의 양으로 정리하 다. 산소 g-mol당 생성 Gibbs 에 지가 최소

인 것을 채택한 것은 사용후핵연료 핀 내에 산소 분압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실제 속- 속산화물의 비율 한 측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 으로 낮은 산소 분압에서도 존재 가능한 물질을 기 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Cs의 경우는 좀 더 고찰이 필요한 원소로 일부 자료에서는 CsI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Kleykamp[7.2.1.2]가 지 하 듯이 

사용후핵연료 펠렛의 반경 방향으로 측정된 Cs와 I의 조성 분포는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Cs가 주로 CsI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

렵다. 이는 펠렛 내에서 Cs와 I의 반경 방향으로의 확산 속도 차이에 기인하

는 것으로 일부 Cs는 CsI로 존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정확한 양은 측정되

지 않았다. 따라서 본 계산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내의 Cs 형태를 산화물로 가

정하 다.

  U-O 시스템에 한 앞서 설정된 가정과 반응식으로 계산한 건식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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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9. Voloxidations of (A) Ag-O, (B) Ba-O, (C) Cd-O, and (D) 

             Cs-O systems.

(A)
(B)

(D)(C)

화 화학 반응 거동을 Fig. 7.2.1.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인 것과 같이 

UO2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여 U4O9이 최 가 된 후 U3O8의 양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3O8은 주어진 조건에서 반응시간 230분경에 최

를 나타내며 이 후 UO3의 양이 증가하기 시작하 다. 이는 각 산화반응의 

속도가 일정하며 매우 빠르다는 가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실제 반응 속도에 

한 비교 실험 데이터가 알려진다면 보다 엄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UO3로의 산화가 속 환 반응에서 리튬 속과의 반응에 항을 미치지는 

않으나 속 환 반응의 목 이 환원이기 때문에 UO3의 양이 증가하면 속

환 반응 시간이 길어지며 더욱 많은 하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한, 건식

분말화 공정의 주된 목 이 펠렛 형태를 분말형태로 환하는 것이기 때문

에 실제 공정에서 U3O8의 양이 최 가 되는 시간동안 운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분열생성물들의 건식분말화 거동은 Fig. 7.2.1.9～7.2.1.13에 도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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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10. Voloxidations of (A) Eu-O, (B) Ge-O, (C) In-O, and (D) 

              Mo-O systems.

(A) (B)

(C) (D)

다. Fig. 7.2.1.9(A)의 Ag-O 시스템의 거동을 보면 소량의 Ag2O가 반응 

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able 7.2.1.9에 나타난 것과 같이 

Ag2O의 생성 Gibbs 에 지 값이 양의 값을 갖고 있으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일부 Ag 속이 건식분말화 공정에서 산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Fig. 7.2.1.9(B)의 Ba-O 거동은 기 Ba2O가 감소하여 BaO로 차 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aO2로의 추가 산화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반응시

간이 더 진행되면 모든 Ba2O는 BaO로 산화될 것이 상된다. 그러나 앞선 

U-O 시스템의 경우와 동일하게 Ba2O와 BaO 혼합물이 속 환 반응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Cd-O 시스템은 Fig. 7.2.1.9(C)에 보인 것과 같이 Cd의 

양은 공정 시간 동안 선형으로 감소하여 공정 시간을 230분으로 설정하 을 

때 최종 으로 기 비 약 20%만이 속으로 잔류하게 된다. Cs의 산화물

은 물성이 알려진 것이 Cs2O, Cs2O2, CsO2이며 건식분말화 산화반응에 의해 

세 물질의 양이 시간에 따라 Fig. 7.2.1.9(D)와 같이 변화하는 것으로 계산되

었다. 따라서 U3O8 최 화를 한 기  공정 시간인 230분에는 세 산화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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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11. Voloxidations of (A) Nb-O, (B) Pd-O, (C) Pr-O, and (D) 

              Rb-O systems.

(A) (B)

(C)
(D)

혼합물 형태로 속 환 반응기에 도입될 것이 상된다.

  Eu-O, Ge-O, In-O, Mo-O 시스템에 한 거동은 Fig. 7.2.1.10에 나타났

다. Eu는 희토류 원소 에 독특하게 2가의 산화물을 갖는 원소로 건식분말

화 공정에서는 Fig. 7.2.1.10(A)와 같이 다른 희토류 원소들과 동일하게 3가

의 산화물로 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Ge, In  Mo은 Fig. 7.2.1.10(B), 

(C), (D)에 보인 것과 같이 속 원소들이 차 산화되어 각각 GeO2, In2O3, 

MoO2의 산화물을 형성하지만 기  공정 시간 내에 완 한 산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속- 속산화물 형태로 건식분말화 반응기를 나올 것으로 상된다. 

Mo의 경우 MoO3로의 추가 산화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측되었다.

  Nb는 사용후핵연료에서 산화물로 존재하며 사용후핵연료 내에서 안정 인 

산화물 형태를 NbO로 간주하 을 때 Fig. 7.2.1.11(A)에 보인 것과 같이 

NbO2로의 추가 산화가 발생한다. 그러나 모든 NbO가 NbO2로 산화되지는 

않으며 속 환 반응기에 NbO-NbO2의 혼합물로 공 될 것이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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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12. Voloxidations of (A) Rh-O, (B) Ru-O, (C) Sb-O, and (D) 

             Se-O systems.

(A) (B)

(C) (D)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속 Pd는 건식분말화 공정에서 산화하며 그 거동

은 Fig. 7.2.1.11(B)에 나타났다. Pd 역시 완  산화는 발생하지 않으며 

Pd-PdO 혼합물로 존재할 것으로 상된다. Pr의 경우 산화물에 한 물성 

자료는 Pr12O22, PrO2, Pr6O11, Pr7O12가 알려져 있으며 g-mol 산소에 해 

Pr12O22가 가장 낮은 생성 Gibbs 에 지 값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 산화물에 

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건식분말화 공정에 도입되는 산화물은 

Pr의 산화수가 정수인 PrO2로 가정하 다. 그러나 Fig. 7.2.1.11(C)와 같이 반

응 기에 Pr12O22의 가장 안정한 산화물로 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사용후핵연료 내의 Pr의 산화물을 Pr12O22로 가정한다면 건식분말화 과정

에서 반응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Rb는 Rb-O 시스템에서 Rb2O, 

RbO2, Rb2O2 세 산화물의 양이 산화 과정에서 Fig. 7.2.1.11(D)와 같이 변화

하며 최종 으로는 세 산화물의 혼합물로 존재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에서 속으로 존재하는 Rh, Ru, Sb  Se는 Fig. 7.2.1.12에 

계산된 것과 같이 최종 으로 속- 속산화물의 혼합물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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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13. Voloxidations of (A) Sn-O, (B) Tb-O, (C) Tc-O, and (D) 

             Te-O systems.

(A) (B)

(C) (D)

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Rh는 Rh2O, Rh2O3, RhO의 산화물이 발생하는 것으

로 Fig. 7.2.1.12(A)와 같이 나타났으며 RhO는 상 으로 매우 은 양이 

생성되었다. Ru와 Se는 Fig. 7.2.1.12(B)와 (D) 같이 유사한 경향으로 산화하

여 4가의 산화물과 속 원소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b는 Sb2O3와 

SbO2, Sb2O4의 세 산화물  Sb2O4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Fig. 

7.2.1.12(C)와 같이 SbO2 역시 매우 소량 발생하여 Sb와 Sb2O3가 주된 혼합

물의 성분이 되었다.

  Sn 역시 건식분말화 공정에서 산화하며 SnO2  SnO 산화물로 일부 

환된다. 산화 거동은 Fig. 7.2.1.13(A)에 나타나있으며 최종 으로는 속 Sn

이 최  양을 차지하게 된다. Tb의 거동은 Fig. 7.2.1.13(B)에 보인 것과 같

이 Pr의 경우와 유사하다. Tb7O12, TbO2, Tb2O3의 산화물  사용후핵연료 

내에서 TbO2로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 건식분말화 반응기에 도입된 Tb 산

화물은 기에 많은 양이 Tb7O12로 환된다. 그러나 최종 으로 Pr12O22로 

존재하는 Pr-O 시스템의 경우와는 달리 Tb-O 시스템은 기  공정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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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14. Effect of temperature on fission product removal[7.2.1.5].

Table 7.2.1.5 Removal of volatile and semi-volatile fission products

Element Removal Element Removal Element Removal

Kr
*

30% Xe
*

30% He
*

100%

Br2
*

100% I2
*

10% Cs
**

～25%

Te
**

～45% Tc
**

～30% Ru
**

～50%

*KAERI Report [7.2.1.6], **Westphal et al., [7.2.1.5]

Tb7O12와 TbO2  소량의 Tb2O3의 혼합물로 존재하게 된다. 속 Tc와 Te

는 Fig. 7.2.1.13(C), (D)에 도시한 것과 같이 각각 Tc-TcO2 혼합물과 

Te-TeO 혼합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산화물의 양은 Te-O 시스템이 

Tc-O 시스템 보다 많을 것으로 상된다. Te-O 시스템의 경우 TeO2는 생

성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건식분말화 공정에서 화학반응이 발생하지 않는 물질들은 산화물 형태가 

안정하거나 휘발성 분열생성물과 같이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물질들이다. 휘

발성 분열생성물들은 건식분말화 공정에 도입되는 기체에 실려 반응기 밖으

로 제거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아직 시간에 따른 휘발성 분열생성물들

의 제거율은 측정되지 않았으며 비교  최근에 알려진 실험자료는 온도에 

한 최종 제거율이다. Westphal 등[7.2.1.5]은 BR-3 사용후핵연료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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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Amount (mol) Compound Amount (mol) Compound Amount (mol)

Ag 1.7662E-02 NbO 4.3407E-07 Sm2O3 7.2697E-02

Ag2O 4.0422E-04 NbO2 8.3466E-07 Sn 1.1341E-02

BaO 2.2430E-01 Nd2O3 3.6543E-01 SnO2 4.5598E-03

Ba2O 5.8162E-02 Pd 1.2890E-01 SnO 3.9489E-03

Cd 1.0098E-02 PdO 2.4830E-01 SrO 2.2351E-01

CdO 1.9472E-02 Pm2O3 7.0272E-04 Tb7O12 6.5875E-05

CeO2 4.4134E-01 Pr12O22 1.7092E-02 TbO2 7.7727E-06

CsO2 2.5348E-02 PrO2 2.1006E-11 Tb2O3 1.0723E-06

Cs2O 8.3198E-02 RbO2 2.0265E-02 Tc 9.3394E-02

Cs2O2 7.3482E-02 Rb2O 3.8235E-02 TcO2 4.5837E-02

Dy2O3 1.3194E-04 Rb2O2 4.2477E-03 Te 1.8834E-02

Eu2O3 1.3319E-02 Rh 2.2998E-02 TeO 3.6331E-02

EuO 2.9609E-15 RhO 1.1605E-03 Xe 7.5488E-01

Gd2O3 1.2471E-02 Rh2O 2.6053E-02 Y2O3 6.5249E-02

Ge 1.5640E-04 Rh2O3 1.3668E-02 ZrO2 1.0239E+00

GeO2 7.6795E-05 RuO2 9.6265E-02 AmO2 6.2247E-02

I2 2.1616E-02 Ru 1.9609E-01 CmO2 4.7474E-03

In 2.5251E-04 Sb 2.2891E-03 NpO2 5.8970E-02

In2O3 9.8793E-05 Sb2O3 8.7404E-04 PuO2 8.4628E-01

Kr 7.6412E-02 SbO2 2.6435E-05 UO2 1.3236E+00

La2O3 1.1396E-01 Se 1.2321E-02 U4O9 1.6942E-01

Mo 6.0665E-01 SeO2 6.0490E-03 U3O8 2.5234E+01

MoO2 2.9785E-01 UO3 1.5724E+00

Total 3.4924E+01

Table 7.2.1.6 Composition of voloxidizer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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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Cs, Te, Rh, Tc, Ru,  Mo의 6개 원소에 해 온도에 한 제거율을 

측정하 으며 Fig. 7.2.1.14와 같이 정리하 다. 그림에서 보듯이 체 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제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 으로 실험 데

이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얻기는 어렵다. 건식분말화 기

 온도인 500 ℃에서 Rh와 Mo은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원소들에 한 제거율은 Table 7.2.1.5과 같이 Fig. 7.2.1.14의 실험 데이터를 

읽어 가정하 다. 이외 휘발성 기체 원소들인 He, Kr, Xe, Br2  I2에 한 

제거율에 해서는 건식분말화 공정 조건의 한 실험 자료는 알려진 것이 

없으며 한국원자력 연구소의 DUPIC 공정의 탈피복 산화 공정이 유사하기 

때문에 DUPIC 공정 자료를 인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 DUPIC 탈피복 산화 

공정의 공정 온도는 400 ℃로 건식분말화 기  온도에 비해 다소 낮으나 참

고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Table 7.2.1.5와 같이 기체 원소들의 제거율

은 문헌 값[7.2.1.6]을 이용하 다. 그러나 이들 제거율은 시간에 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의 제거율로 계산에 포함되었다.

  건식분말화 공정 시간을 230분으로 설정하여 계산된 건식분말화 반응 생

성물에 한 조성을 Table 7.2.1.6에 정리하 다. 계산 결과는 휘발성 물질들

에 한 제거율 가정인 Table 7.2.1.5를 포함 있으며 모든 속  산화물 등 

고체 물질로 속 환 공정에 도입되는 조성으로 간주 할 수 있다.

2. 속 환 공정 모델 개발

 가. 속 환 반응 해석

  ○ 해환원공정 화학반응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의 해환원 단계는 LiCl을 매질로하여 

기산소이온의 농도를 높여주기 하여 Li2O를 첨가하여 시작한다. 해환

원 공정은 리튬환원 공정과 리튬회수 공정의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따

라서 해환원 공정에서의 기 인 화학반응은 리튬환원 공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리튬환원 공정과 해환원 공정의 화학반응은 공정 조건인 Li2O의 

활동도 차이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리튬환원 공정에서는 기 속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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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에 존재하는 화학종은 속산화물과 리튬 속이며 리튬 속에 의해 

산화물들의 환원이 진행함에 따라 Li2O의 농도가 증가한다. 반면, 해환원 

시스템에서는 속산화물, 산화리튬과 염화리튬이 기 단계에서부터 존재하

며 리튬 속은 류가 해조를 통과함에 따라 생산된다. 따라서, 해환원 

공정에서의 고려 상 화학반응은 다음과 같다.

                                       (7.2.2.1)

                          (7.2.2.2)

                                    (7.2.2.3)

                    (7.2.2.4)

에 나열된 반응에 더하여 LixMyOz로 표 되는 복합 산화물 생성반응을 고

려할 수 있다. 그러나 복합산화물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부족한 상황이

며 복합산화물 생성 조건 등 정략 인 데이터가 명확히 밝 지지 않았기 때

문에 에 언 된 반응만을 고려하기로 하겠다.

  속 산화물은 속 원소의 산화수에 따라 안정 으로 존재하거나 의 

네 반응  하나 는 그 이상의 반응에 참여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 구성성

분인 속 산화물에 해  반응의 깁스 반응에 지 변화를 문헌의 데이터

를 이용하여 650 ℃에서 계산하여 Table 7.2.2.1에서 7.2.2.3에 정리하 다. 표

에서 보인 바와 같이 몇몇 반응은 발생하지 않으며 몇몇 반응은 특정 Li2O 

조건에서 발생한다. 반응 (7.2.2.1)에서 (7.2.2.4)의 공통 생성물인 Li2O는 반응

성을 결정하기 한 요 변수이다. Gibbs 반응에 지와 공정 변수와 연 시

키기 해서는 각 반응에 한 Li2O의 활동도를 계산해야 하며 계산된 활동

도는 표에 함께 기재 되었다. 

  Table 7.2.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라늄 산화물들은 Li2O의 활동도와 무

하게 속으로 환된다. 그러나 U3O8의 경우 Li2O의 활동도가 0.166보다 

낮으면 Li와 LiCl과 반응하여 UCl3로 환된다. UCl3가 생성되는 반응은 

LiCl에 한 UCl3의 용해 성질에 의해 우라늄을 속으로 회수하기 해 바

람직하지 않은 반응이다. 아메리슘의 경우 Am의 산화가가 4이고 Li2O의 활

동도가 0.407 보다 낮으면 UCl3를 생성시키는 반응과 동일한 반응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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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2.1. Gibbs energy changes and Li2O activities for actinide       

               oxides in the electrolytic reduction

Reaction △rG
o*

aLi2O Reaction △rG
o*

aLi2O

U3O8+16Li→3U+8Li2O -107.0742 1 AmO2+4Li→Am+2Li2O -96.9479 1

U3O8+7Li+9LiCl→3UCl3+8Li2O 20.3502 0.1659 AmO2+Li+3LiCl→AmCl3+2Li2O 20.3091 0.4069

U4O9+18Li→4U+9Li2O -54.1543 1 Am2O3+6Li→2Am+3Li2O 10.6516 0.2496

U4O9+6Li+12LiCl→4UCl3+9Li2O 96.8672 3.963×10
-4

Am2O3+6LiCl→2AmCl3+3Li2O 166.9942 5.894×10
-6

UO2+4Li→U+2Li2O -14.7619 1 PuO2+4Li→Pu+2Li2O -37.1980 1

UO2+Li+3LiCl→UCl3+2Li2O 155.1373 3.599×10
-6

PuO2+Li+3LiCl→PuCl3+2Li2O 86.5883 1.387×10
-3

NpO2+4Li→Np+2Li2O -43.9893 1 PuO+2Li→Pu+Li2O 6.9734 0.4031

NpO2+Li+3LiCl→NpCl3+2Li2O 107.1502 2.325×10-4 Pu2O3+6Li→2Pu+3Li2O 44.5364 3.019×10
-3

Pu2O3+6LiCl→2PuCl3+3Li2O 209.5849 2.111×10
-7

AmCl3로 환된다. LiCl에 용해되는 UCl3와 AmCl3의 회수에 해서는 다음

에 기술하도록 하겠다. Pu2O3는 악티나이드 산화물 에서 리튬 속에 의해 

환원시키기 가장 어려운 산화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식분말화 공정에서 

Pu2O3를 PuO2로 산화시키는 것이 해환원 공정에서 루토늄을 속으로 

회수하기 해 유리한 것으로 단된다. 안정한 형태인 Pu2O3를 제외하고 우

라늄과 TRU 산화물들은 속으로 쉽게 환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Li2O의 

낮은 활동도 역에서의 U3O8과 AmO2의 염화물 환 반응을 제외하고는 우

라늄과 TRU 산화물들의 염화물 환 반응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상된

다.

  란타나이드 산화물  Eu 산화물들은 Table 7.2.2.2에서 보인 것과 같이 

속으로 쉽게 환된다. 다른 란타나이드를 속으로 얻기 해서는 Li2O의 

활동도를 10-2보다 낮게 유지해야한다. 그러므로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

정의 해환원 공정에서 Eu를 제외한 란타나이드들은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

며 속 환체와 함께 마그네시아 필터 내에서 회수된다. 란타나이드 산화

물들의 염화물 환 반응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Table 7.2.2.2에 나타난 것과 같이 PrO2, Sm2O3, TbO2의 염화물 환 반응의 

Li2O 활동도가 비교  높기 때문에 SmCl2, TbCl3, PrCl3는 산화물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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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다.

Table 7.2.2.2. Gibbs energy changes and Li2O activities for lanthanide     

              oxides in the electrolytic reduction

Reaction △rG
o*

aLi2O Reaction △rG
o*

aLi2O

CeO2+Li+3LiCl→CeCl3+2Li2O 57.0886 1.793×10
-2

Nd2O3+6LiCl→2NdCl3+3Li2O 160.0302 1.016×10
-5

Ce2O3+6LiCl→2CeCl3+3Li2O 148.8436 2.436×10
-5

Nd2O3+2LiCl→2NdOCl+Li2O 73.3779 7.045×10
-5

Ce2O3+6Li→2Ce+3Li2O 34.0411 1.185×10
-2

Nd2O3+6Li→2Nd+3Li2O 38.1568 6.933×10
-3

Dy2O3+6LiCl→2DyCl3+3Li2O 212.0518 1.741×10
-7

PrO2+Li+3LiCl→PrCl3+2Li2O -4.8942 1

Dy2O3+6Li→2Dy+3Li2O 52.7003 1.042×10
-8

Pr2O3+6LiCl→2PrCl3+3Li2O 149.9183 2.240×10
-5

Eu2O3+6LiCl→2EuCl3+3Li2O 181.1538 1.949×10
-6

Pr2O3+6Li→2Pr+3Li2O 36.9169 8.148×10
-3

Eu2O3+6Li→2Eu+3Li2O -18.0729 1 Sm2O3+2Li+4LiCl→2SmCl3+3Li2O 39.6764 0.1215

Eu2O3+2Li→2EuO+Li2O -56.5691 1 Sm2O3+6LiCl→2SmCl3+3Li2O 175.7777 2.966×10
-6

EuO+2Li→Eu+3Li2O 1.1753 0.8580 Sm2O3+6Li→2Sm+3Li2O 40.6527 5.008×10
-3

Er2O3+6Li→2Er+3Li2O 65.6216 1.936×10
-4

Sc2O3+6Li→2Sc+3Li2O 68.0578 1.409×10
-4

Gd2O3+6LiCl→2GdCl3+3Li2O 189.0619 1.050×10
-6

TbO2+Li+3LiCl→TbCl3+2Li2O 33.2965 0.1385

Gd2O3+2LiCl→2GdOCl+Li2O 129.7120 4.573×10
-8

Tb2O3+6LiCl→2TbCl3+3Li2O 206.8649 2.611×10
-7

Gd2O3+6Li→2Gd+3Li2O 43.1070 3.637×10
-3

Tb2O3+6Li→2Tb+3Li2O 55.9944 6.785×10
-4

Ho2O3+6Li→2Ho+3Li2O 60.4412 3.801×10
-4

Tm2O3+6Li→2Tm+3Li2O 58.3044 5.022×10
-4

La2O3+6LiCl→2LaCl3+3Li2O 135.5849 6.870×10
-5

Y2O3+6LiCl→2YCl3+3Li2O 213.2158 1.589×10
-7

La2O3+2LiCl→2LaOCl+Li2O 84.8404 1.583×10
-5

Y2O3+6Li→2Y+3Li2O 68.2130 1.381×10
-4

La2O3+6Li→2La+3Li2O 32.4307 1.462×10
-2

Yb2O3+6Li→2Yb+3Li2O 39.9044 5.521×10
-3

Lu2O3+6Li→2Lu+3Li2O 58.5249 4.879×10
-4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알카리, 알카리토 속 원소들은 LiCl에 용해되

어 Table 7.2.2.3에 표시한 것과 같이 염화물로 환되어 속 환체로부터 

쉽게 선택 으로 제거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SrO와 LiCl사이의 반응에 

해 반응 자유 에 지 변화는 양의 값으로 계산되는데 반해 Li2O의 활동도 

계수가 1이라는 것이다. 자유에 지로부터 계산되는 활동도 평형상수의 값은 

0.48이다. 이것은 반응 생성물인 SrCl2와 Li2O가 일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염화물들에 해 이상 인 거동과 일정한 Li2O 활동도 계수를 

가정한다면 Li2O, SrCl2, LiCl에 해 각각 1.3591, 0.1618, 0.6764의 활동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활동도는 1을 넘을 수 없으며 따라서 Li2O의 활동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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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 계산된 것이다. 이것은 Li2O의 용해도 범 까지 SrO의 염화반응이 진행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7.2.2.3에 표시된 다른 산화물들은 리튬 속과 

반응하여 U과 TRU와 함께 속 환체로 쉽게 회수된다.

Table 7.2.2.3. Gibbs energy changes and Li2O activities for other oxides  

              in the electrolytic reduction 

Reaction △rG
o*

aLi2O Reaction △rG
o*

aLi2O

BaO2+2Li+2LiCl→BaCl2+2Li2O -261.5983 1 NbO2+4Li→Nb+2Li2O -164.0194 1

BaO+2LiCl→BaCl2+Li2O -55.4906 1 NbO+2Li→Nb+2Li2O -141.7357 1

Cs2O+2LiCl→2CsCl+Li2O -294.6005 1 NiO+2Li→Ni+2Li2O -321.3322 1

Rb2O+2LiCl→2RbCl+Li2O -287.912 1 PdO+2Li→Pd+2Li2O -457.5456 1

RbO2+3Li+LiCl→RbCl+2Li2O -410.8964 1 Ru2O3+6Li→2Ru+3Li2O -483.0646 1

SrO+2LiCl→SrCl2+Li2O 5.6266 1 RuO2+4Li→Ru+2Li2O -402.2926 1

TeO2+6Li→Li2Te+2Li2O -555.9615 1 Sb2O3+6Li→2Sb+3Li2O -322.6604 1

SnO2+4Li→Sn+2Li2O -282.8213 1

CdO+2Li→Cd+Li2O -311.735 1 SnO+2Li→Sn+Li2O -283.6903 1

MoO2+4Li→Mo+2Li2O -267.294 1 TcO2+4Li→Tc+2Li2O -343.7418 1

MoO3+6Li→Mo+3Li2O -306.4452 1 ZrO2+4Li→Zr+2Li2O -16.1585 1

  

  악티나이드 산화물과 란타나이드 산화물에 해 반응 생성물들을 Li2O 활

동도에 따라 Figs. 7.2.2.1과 7.2.2.2에 각각 도시하 다. 각 그림에서 Li2O의 

활동도 역 10
-1이상에 나타난 회색 막 는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

의 해환원 공정의 기 Li2O 농도를 의미한다. 기 Li2O의 조건은 3 wt%

로 Li2O 포화 조건의 활동도 계수가 농도에 해 일정하다 가정하면 활동도 

값으로 0.353로 계산된다. Figs. 7.2.2.1과 7.2.2.2의 회색 막 를 기 으로 왼

쪽에 치한 반응 생성물은 해환원 조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Li2O의 

기 조건인 3 wt%는 루토늄의 부반응을 억제하고 란타나이드들의 환원을 

막기 해 해환원 공정에서 설정된 조건이다. 기 Li2O의 활동도는 해

환원과 연계 공정의 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한 공정 조건이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 차세  리공정에서는 해환원 공정의 후속 공정인 용융염 휘발 

 속 환체 용융 공정에서 란타나이드 산화물들을 재(dross)로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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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설정 되었으며 따라서 란타나이드 산화물들을 

속으로 환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결정되었다. 해환원 공정에서 Li2O 농도

는 안정 일 것으로 상되나 공정 운  동안 일정 범 에서 변할 수 있다.

Li2O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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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2O3

PuO

Fig. 7.2.2.1. Reaction products of the actinide oxides with the Li2O 

              activity(• Metal, ￭ Chloride, and ❙Initial condition).

  ○ 해환원공정 기화학반응

     해환원 공정은 리튬 환원 공정과 비교 했을 때 속 환 반응기에 

기를 인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상간 분배를 

추산하기 해서는 용해성 생성물들의 분해 를 살펴보아야 한다. Table 

7.2.2.1에서 7.2.2.3에 나타난 반응 생성물  염화물들은 용융 LiCl에 용해성 

성질을 갖고 있으며 음이온과 양이온으로 해리한다. 용해성 염화물들은 용융

염 상의 각 극에서 Li2O와 경쟁하며 속과 염소 기체로 분해된다. 고방사

성 고방열성 물질인 Cs과 Sr은 속 환체의 방사성과 열부하를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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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O activity

10-8 10-7 10-6 10-5 10-4 10-3 10-2 10-1 100

Ce

Dy

Eu

Gd

La

Nd

Pr

Sm

Tb

Y

CeO2,Ce2O3

Dy2O3

Eu2O3, EuO

Gd2O3

La2O3

Nd2O3

PrO2, Pr2O3

Sm2O3

TbO2, Tb2O3

Y2O3

Fig. 7.2.2.2. Reaction products of the lanthanide oxides with the Li2O 

             activity(• Metal, ￭ Chloride, and ❙Initial condition).

하여 속 환체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Cs과 Sr의 염화물들의 

분해 반응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Li2O의 활동도가 각각 

0.166과 0.407 이하일 때 발생하는 UCl3와 AmCl3의 분해 반응은 U과 Am 

속 회수율을 높이기 해 바람직하다. 염화물들의 분해 반응은 셀의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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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2.3. Decomposition potentials of actinide and lanthanide chlorides.

조 하여 발생시킬 수 있다.

  분해 는 각 반응에 해 다음의 Nernst식을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7.2.2.5)

        
 








                             (7.2.2.6)

 식에서 n은 반응에 필요한 자의 수이며 F는 Faraday 상수이다. 식

(7.2.2.6)에서 변하지 않는 고체상의 활동도 계수는 1이며 염소 기체의 분압

은 1로 가정 할 수 있다. 실제로 염소 기체의 분압은 해환원 셀에서 1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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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2.4. Decomposition potentials of alkali and alkaline earth metal 

             chlorides.

다 낮으나 분해 에 한 기체상의 향은 낮은 것으로 하여 분해 를 

계산 할 수 있다.

  악티나이드와 란타나이드 염화물들의 분해 를 활동도에 따라 Fig. 

7.2.2.3에 나타내었다. Fig. 7.2.2.4에서는 알카리  알카리토 속 염화물들

의 분해 가 제시되었다.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해환원 공정의 셀 

는 CsCl과 SrCl2는 분해시키지 않으며 UCl3와 AmCl3는 분해시키는 범 에

서 결정되어야한다. Figs. 7.2.2.4와 7.2.2.5로부터 단하면 잠정 으로 셀 

는 -2.8에서 -3.6 V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속 환원 반응은 리튬 

속 생성에서부터 시작하므로 셀  결정을 해서는 Li2O의 분해 와 

LiCl의 해 창을 고려해야 한다.

  Li2O의 분해 는 식(7.2.2.6)의 염화물을 Li2O로 염소기체를 산소기체로 

환하여 계산할 수 있다. Li2O의 분해 는 Li2O의 활동도와 산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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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2.5. Decomposition potential of Li2O with the O2 partial pressure 

            and the Li2O activity.

분압에 의존한다. 해환원 셀에서 산소 기체의 분압은 Li2O가 분해됨에 따

라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Fig. 7.2.2.5에 표시한 것과 같이 Li2O의 분해

는 산소 기체의 분압 보다는 Li2O의 활동도에 크게 의존한다. 염화물 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속 염화물의 양은 많지 않지 때문에 용융염의 주된 

구성 성분은 Li2O와 LiCl로 생각할 수 있다. 용융염을 이성분계로 가정하면 

한 성분의 활동도는 다른 구성 성분의 조성에 의존하면 결과 으로 Fig. 

7.2.2.6에 도시한 것과 같이 분해  역시 의존하게 된다. Figs. 7.2.2.3에서 

7.2.2.6을 종합하면 해환원 반응에 임가되는 셀 는 -2.8에서 -3.4 V 범

이다. 이 범 에서 UCl3, AmCl3, Li2O는 분해되는 반면 CsCl, SrCl2와 L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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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2.6. Decomposition potentials of LiCl and Li2O with the Li2O 

             activity.

은 용융염에 안정 으로 존재하게 된다.

  해환원 공정에서 주된 두 공정 변수는 Li2O의 활동도와 셀 이다. 각

각은 화학 반응과 기화학 반응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Fig. 7.2.2.6에 

공정 운  조건을 종합하여 도시하 다. 그러나 더욱 정확한 공정 조건을 얻

기 해서는 활동도 계수, 과 압, 확산 계수등 실험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속 환 공정 화학 반응 모델

    건식분말화 공정을 거친 사용후핵연료는 해환원에 의한 속 환 공

정에 도입된다. 해환원 공정은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

터에 충 하여 음극으로 사용하고 비소모성 양극을 이용하여 고온 용융염 

상에서 해 반응과 화학 반응을 통해 상 사용후핵연료에서 산소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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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정이다. 각 극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화학  화학 반응이 발생한

다.

Cathode :

                                                   (7.2.2.7)

                                        (7.2.2.8)

Anode :

        

                                      (7.2.2.9)

음극에서 발생하는 환원 반응은 리튬 이온의 환원(7.2.2.7)과 속산화물의 

환원(7.2.2.8)으로 나 어 생각할 수 있다. 리튬 이온이 자를 받아 속으로 

환원되는 반응(7.2.2.7)은 음극의 가 리튬 이온의 환원 조건이라면 상당

히 반응이 빠르게 발생한다. 따라서 속 환 반응은 생성된 리튬 속과 

속 산화물 사이의 반응인 (7.2.2.8)이 속 환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건식분말화를 거친 사용후핵연료 분말 속 산화물의 해환원 과정은 리

튬 속의 생성과 이에 따르는 속 산화물과의 화학반응에 의해 진행된다. 

반응 셀에 투여된 하가 속 산화물의 직  환원에는 참여하지 않고 리튬 

속 생성에만 사용되며 류 효율을 100%로 가정한다면 정 류 조건에서 

생성된 리튬 속의 양은 다음의 Faraday 법칙에 따라 계산된다.

        

                                             (7.2.2.10)

 식에서 는 리튬 단  양을 환원시키기 한 자의 수이며 F는 

Faraday 상수이다. 생성된 리튬은 속 산화물 분말과 하여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에서 해 환원 장치의 일체형 cathode는 반회분식 

반응기와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 단  시간에 생산된 리튬은 속 산화물 

일부와 반응하게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원되는 양이 증가하게 된다. 그

러나 속 산화물  리튬에 해 안정 인 희토류 산화물들은 리튬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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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해 비활성 표면을 제공하게 되며 반응기에 도입된 속 산화물 분

말이 균질 물질이라면 이와 같은 리튬 반응에 비활성 표면은 비활성 물질의 

몰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부 미반응 리튬 속이 

잔류하는 것으로 고려되었다. 식(7.2.2.10)에 의해 시간에 따라 지속 으로 리

튬이 생성되며 따라서 속 환 반응에 해 건식분말화 반응에서와 같이 

시간에 한 속 산화물의 환원되는 변화를 측할 수 있다. 그러나 미반응 

산소가 반응기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식분말화 공정과는 달리 해환원 반응

에서는 미반응 리튬 속은 표면 장력에 의해 일체형 cathode의 다공성 마

그네시아를 통과하지 못하고 환원반응기인 일체형 cathode에 잔류하게 된다. 

잔류된 리튬 속은 기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리튬 속과 더해져서 다

시 반응에 참여하게 된다.

  화학반응의 계산은 건식분말화 공정과 유사하게 수행하 다. 각 속-산화

물계는 독립된 시스템으로 간주되었으며 개별 속-산화물계에서 각 속 

 산화물들은 이상 고용체(ideal solid solution) 거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되

었다. 건식분말화 공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반응 계산을 해 데이터가 알려진 

산화물들이 고려되었으며 다른 속들간의 혼합 산화물의 생성은 종류가 다

양하고 데이터가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에 의해 배제되었다. 식(7.2.2.2)와 같

은 반응은 한 개의 고상(MxOy)과 두 개의 액상(용융 Li  LiCl)이 해

야 발생할 수 있는 반응이다. 이 반응은 식(7.2.2.1), (7.2.2.3)  (7.2.2.4)와 

같은 두 상 반응에 비해  역이 작기 때문에 반응 계산에서는 고려되

지 않았다. 따라서, 를 들면, U-O 시스템에서는 다음의 반응들이 고려되었

다.

                                        (7.2.2.11)

                                       (7.2.2.12)

                                         (7.2.2.13)

                                          (7.2.2.14)

                                     (7.2.2.15)

                                       (7.2.2.16)

                                         (7.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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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18)

                                         (7.2.2.19)

                                           (7.2.2.20)

 반응들에 해 식(7.2.2.10)에 의해 단  시간에 시스템에 공 된 리튬 

속은 U-O계가 제공하는 표면 에 해당하는 분율의 양이 식(7.2.2.11)～

(7.2.2.20)의 반응에 참여하게 된다. 최종 인 생성물의 양은 식(7.2.1.10)의 식

으로 시스템의 자유에 지가 최소가 되도록 결정된다. 다음 시간 단계에서는 

미반응 표면에 한 잔류 리튬 속과 식(7.2.2.10)에 의해 다시 생성된 리

튬 속이 이  시간에 계산된 생성물의 조성의 시스템과 반응하게 된다. 이 

와 같이 시간을 진 으로 증가하여 사용후핵연료 분말에 존재하는 Table 

7.2.1.6 조성의 혼합물에 해 200 A 정 류 조건에서 계산을 수행하 다. 생

성된 Li2O는 cathode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가 cathode에 농축되지 않는 것으

로 가정하여 시스템의 Li2O 농도는 일정한 것(Li2O 3 wt%)으로 계산을 수행

하 다.

  ○ U  TRU의 환원

     우라늄 산화물에 한 환원 거동은 Fig. 7.2.2.7에 나타났다. U-O 시스

템을 단일 시스템으로 간주하 을 경우 우라늄 속  산화물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의 조성은 기 다량을 차지하고 있는 U3O8이 감소하여 산화수

가 낮은 산화물들이 생성되기 시작한다. 산화수가 U3O8에 비해 낮은 U4O9과 

UO2는 진 으로 증가하지만 U4O9의 양이 먼  최 값에 도달하며 이후 

환원에 의해 UO2로 환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UO2는 반응시간이 15시간일 

때 최 를 나타내며 이후 차 으로 감소하여 속 우라늄으로 환된다.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 반응인 식(7.2.2.11)～(7.2.2.20)의 반응속도가 동일하다

는 가정에서 우라늄 산화물은 UO2까지 산화물의 혼합물로 환원이 진행되며 

모든 산화물이 UO2로 환원되었을 때 U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최종 으로 UO2는 Fig. 7.2.2.7과 같이 반응시간 59시간에 완 히 U로 환

원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루토늄 산화물의 환원에서는 비교  흥미 있는 계산 결과가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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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2.7. Reduction behavior of uranium oxide.

7.2.2.8과 같이 나타났다. 기 PuO2는 반응 시간에 따라 선형 으로 감소하

여 PuO로 환원되며 모든 PuO2가 PuO로 환원된 21시간부터 속 Pu이 생성

되기 시작하 다. 그러나 최종 으로 루토늄 산화물은 속으로 완  환원

되지 않으며 Pu-PuO의 혼합물로 존재하며 최종 조성은 Pu:PuO가 92:8인 것

으로 계산되었다. 이것은 리튬 환원 공정에서 루토늄 산화물이 모두 환원

되어 속으로 환된다는 실험[7.2.2.1]과 다소 상치되는 결과로 이는 반응 

온도인 650 ℃에서 반응 Gibbs 에 지가 양의 값을 갖는 다음 반응이 계산

에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  △Gr = 1.543 kJ/mol-O         (7.2.2.21)

 반응의 Gibbs 에 지 값은 양의 값이지만 PuO와 Pu가 고용체를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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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각각은 조성에 비례하는 활동도를 갖게 되며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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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2.8. Reduction behavior of plutonium oxide.

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Fig. 7.2.2.8과 같이 PuO의 양이 감소하며 Pu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7.2.2.21)의 반응이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PuO

가 남아있게 되어 최종 으로 약 8 mol% 정도 존재하게 계산되는 것이다. 

이는 PuO2의 환원 반응 경로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성이 알

려진 루토늄 산화물을 모두 계산에 고려하 기 때문으로 PuO2의 환원 경

로와 Pu-O 시스템의 각 물질의 활동도 계수 등 혼합물의 물성이 측정되면 

보다 정확한 계산 값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Am과 Np에 한 환원 거동은 각각 Fig. 7.2.2.9와 Fig. 7.2.2.10으로 계산

되었다. AmO2는 리튬 환원 공정에서 속으로 환원되는 것이 실험 으로 

확인[7.2.2.2]되었으며 계산에서도 44시간의 반응시간에 99.7 mol%가 속으

로 환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p 역시 선형 으로 증가하여 45시간에 

100% 속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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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2.9. Reduction behavior of americium oxide.

  

  ○ 귀 속(NM) 원소들

     일부 NM의 경우 속- 속산화물 형태의 혼합물로 속 환 반응기에 

도입되며 이에 따라 환원 반응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산화물에 비해 게 

걸리게 된다. Fig. 7.2.2.11에 MoO2, ZrO2, PdO  RuO2에 한 환원 거동은 

각각 (A), (B), (C)  (D)에 각각 도시되었다.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산

화물들은 선형 으로 속으로 환원되며 순수 산화물로 도입되는 ZrO2의 환

원에 가장 오랜 반응 시간이 소요된다.

  Tc-O, Rh-O, Cd-O  Sn-O 시스템에 한 환원 거동 계산 값들은 Fig. 

7.2.2.12의 (A), (B), (C)  (D)에 각각 정리되었다. Tc-O와 Cd-O 시스템과 

같이 안정 인 산화물이 1개인 시스템은 산화물의 양이 선형 으로 감소하

며 최종 으로 속으로 환원 되며 Rh-O와 Sn-O 시스템과 같이 2개 이상

의 산화물이 존재하는 시스템은 기에 산화수가 낮은 산화물(Rh2O, 



- 643 -

Time (hr)

0 10 20 30 40 50 60

M
ol

e 
fra

ct
io

n 
(%

)

0

20

40

60

80

100

Np
NpO2

Fig. 7.2.2.10. Reduction behavior of neptunium oxide.

SnO)의 조성이 다소 증가하나 이들 산화물 역시 쉽게 환원되어 속으로 

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Fig. 7.2.2.13의 (A) Sb-O, (B) 

In-O, (C) Ge-O  (D) Nb-O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찰되는 상으로 

리튬의 반응성에 의해 NM 산화물이 쉽게 산소를 잃기 때문이다.

  ○ 희토류 원소들

     희토류 산화물들은 리튬 속에 해 비교  안정 이며 Fig. 7.2.2.14

의 (A) Sm-O, (B) La-O  (D) Pm-O 시스템과 같이 일부 산화물이 속

으로 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원은 반응 시간 5시간 내에서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희토류 원소들  Eu은 Fig. 7.2.2.14(C)에서와 같이 

약 54 mol%는 속으로 환되는 되어 안정 인 2가 산화물이 EuO와 혼합

물로 존재할 것으로 상되었다. 최근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LiCl-1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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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O 용융염 조건의 기화학  환원 방법을 용한 연구에서 희토류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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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2.11. Reduction behavior of (A) Mo-O, (B) Zr-O, (C) Pd-O, and 

            (D) Ru-O system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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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약 30～40%가 속으로 환되는 일부 실험결과[7.2.2.3]가 발표되었다. 

이와 비교하기 하여 Li2O 농도 조성을 변화시켜 주요 희토류 산화물의 조

성 분포를 계산하여 결과를 Fig.7.2.2.15에 나타내었다. Li2O의 조성이 낮아짐

에 따라 속으로 환원되는 희토류 원소의 양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Y2O3의 경우 Fig. 7.2.2.15(D)와 같이 Li2O 1 wt% 정도의 낮은 

조성에서도 안정 인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상되었다. 문헌

[7.2.2.3]의 결과와 비교하면 Li2O 1 wt% 조건에서 Nd, Sm  Y의 경우 

속 성분이 각각 36～43, 27～33, 34～40 wt% 존재하는 것으로 측정된 반면 

계산에서는 각각 약 13, 8, 4.0×10-2 wt%로 나타났다. 실험결과와 계산결과의 

차이는 희토류 속-산화물계의 혼합물의 성질이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

기 때문으로 이는 INL의 연구결과[7.2.2.3]를 제외하고는 고려할 수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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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Li2O 조성에 따른 희토류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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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2.12. Reduction behavior of (A) Tc-O, (B) Rh-O, (C) Cd-O, and 

            (D) Sn-O systems.

(D)(C)

(A) (B)

물의 환원 거동이 정량 으로 측정된다면 보다 정확한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계산값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다른 이유는 환원 메

카니즘에서 찾을 수 있다. 본 계산에서는 해환원 과정에 소요되는 하가 

모두 리튬을 속으로 환원시키는 반응에 사용되며 나머지 산화물들은 리튬 

속과의 화학 반응에 의해 환원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그러나 실제 INL 

실험과 같은 기화학  환원 과정에서는 산화물들이 직  환원될 가능성이 

있으며 650 ℃에서 그 환원 는 다음과 같다.

         , E = -2.67 V

         , E = -2.68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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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 = -2.82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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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2.13. Reduction behavior of (A) Sb-O, (B) In-O, (C) Ge-O, and 

             (D) Nb-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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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희토류 산화물들은 리튬 속에 의한 화학반응에 해서는 안정하지

만 기화학  환원에 의해 일부 산화물들이 속으로 환되는 것으로 결

론지을 수 있다.

  ○ 기타 원소들

     알카리, 알카리토 속 원소들의 산화물은 용융 LiCl과 반응하여 염화

물 형태로 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인 알카리, 알카리토 원소들

의 염화물 변화를 계산하여 Fig. 7.2.2.16에 나타내었다. 염화물은 반응 기

에 발생하며 Cs과 Rb의 경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M2O, M2O2, MO2 형

태의 다양한 산화물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CsCl과 RbCl과 같이 산화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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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염화물을 생성하기 해 M2O2  MO2는 환원 과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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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2.14. Reduction behavior of (A) Sm-O, (B) La-O, (C) Eu-O, and 

             (D) Pm-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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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rO, BaO 산화물의 염화 반응 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된다.

  Te, I, Se는 Li과 반응하여 최종 으로 각각 Li2Te, LiI  Li2Se를 형성하

는 것으로 Fig. 7.2.2.16에 계산되었다. 실제 I2는 공정온도에서 휘발할 것으로 

상되나 이에 한 정량 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에서는 

고체 격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리튬 속과 반응하는 것으

로 취 하 다. Te-O  Se-O 시스템에서 반응시간 0에서 반응시간 1 사이

에서는 격하게 조성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응시간 0에서는 

Te-O와 Se-O의 속-산소 시스템의 평형 상태에서 건식분말화를 거쳐 

속 환 반응기에 도입되는 반면 반응이 시작되어 리튬이 생성되면 리튬과 

반응하는 Te-O-Li  Se-O-Li의 반응 평형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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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2.15. Metal-oxide fractions of (A) Nd-O, (B) Sm-O, (C) La-O, 

              and (D) Y-O systems with Li2O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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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삼성분 반응은 이후 계산에서는 동일하게 용되므로 격한 변화 

없이 조성이 계산된다. Fig. 7.2.2.16에 리튬 화합물을 함께 표시하 지만 실

제로 Li2Te, LiI  Li2Se의 리튬 화합물은 용융 LiCl에 용해되어 이온 형태

로 존재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Te, I, Se는 염화물로 환되는 알카리, 

알카리토 속 원소들과 함께 속 환체에서 용융염으로 제거 분리될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Table 7.2.1.6의 조성을 지니는 건식분말화 공정 생성물이 200 A 정 류 

 LiCl-3 wt% Li2O 용융염 조건의 해환원 공정에 도입되었을 때 반응시

간 59시간에 속 환이 완료되며 이 시간을 기 으로 계산된 조성은 Table 

7.2.2.4에 정리되었다. Table 7.2.2.4에 표시된 속  산화물들은 일체형 

cathode에 잔류하여 속 환체로 후속 공정에 공 되며 염화물  리튬 화

합물은 용융염에 용해되어 속 환체와 상분리를 일으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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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2.16 Calculated chlorides amount of Ba, Cs, Sr, and Rb during 

             the electrolytic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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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2.17. Behavior of (A) Te-O, (B) I2, and (C) Se-O systems       

              during the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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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2.2.4. Composition of electrolytic reduction 

                        products

Compound Amount (mol) Compound Amount (mol)

Ag 1.8470E-02 Pr2O3 9.9693E-02

BaCl2 3.4062E-01 RbCl 1.0523E-01

Cd 2.9570E-02 Rh 1.0360E-01

Ce 9.9524E-03 Ru 2.9235E-01

Ce2O3 2.1569E-01 Sb 4.0371E-03

CsCl 3.3871E-01 Li2Se 1.8371E-02

Dy2O3 1.3173E-04 Sm 2.1994E-03

Eu 1.4453E-02 Sm2O3 7.1597E-02

EuO 1.2189E-02 Sn 1.9848E-02

Gd 1.0446E-04 SrCl2 2.2351E-01

Gd2O3 1.2419E-02 Tb 3.1372E-07

Ge 2.3321E-04 Tb2O3 2.3537E-04

LiI 4.3232E-02 Tc 1.3922E-01

In 4.5010E-04 Li2Te 5.5165E-02

La 1.5638E-02 Y 9.8254E-06

La2O3 1.0614E-01 Y2O3 6.5244E-02

Mo 9.0450E-01 Zr 1.0239E+00

Nb 1.2688E-06 Am 6.1892E-02

Nd 1.8033E-02 Am2O3 1.7859E-04

Nd2O3 3.5641E-01 Cm 4.7474E-03

Pd 3.7720E-01 Np 5.8968E-02

Pm 3.9600E-05 Pu 7.7890E-01

Pm2O3 6.8292E-04 PuO 6.7339E-02

Pr 5.7179E-03 U 7.9248E+01

Total 8.5265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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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염휘발  Smelting 공정 모델 개발

 가. 염휘발  Smelting 공정

    속 환 공정을 거친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는 일체형 cathode의 다

공성 마그네시아 필터와 함께 회수되며 이 속 환체는 냉각에 의해 고화

된 용융염을 내부에 포함하게 된다. 속 환체 회수를 해서는 이와 같은 

잔류염을 제거해야하며 잔류염 제거 이후 smelting 공정을 통해 속 환체

를 속 ingot과 같은 형태로 얻을 수 있다.

  잔류염은 속 환 공정의 매질로 사용된 LiCl-Li2O와 사용후핵연료에서 

용융염에 용해되어 액상에 분포하게 되는 일부 염화물계로 이루어져 있다. 

염화물계로 환되는 물질들은 앞선 속 환공정 분석에서 언 한 것과 같

이 부분 알카리  알카리토 속 원소들이다. 이와 같은 원소들은 휘발에 

의한 염제거 단계에서 염의 주된 성분인 LiCl과 함께 휘발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휘발 성분의 기체상의 분압을 고려하여 감압 조건에서 휘발 과정을 

수행해야한다. 그러나 고체상으로 존재하는 염들의 용융 은 압력에 거의 의

존하지 않기 때문에 용융  이상의 온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한다. 따라서, 

염 휘발 단계는 용융  이상의 온도와 낮은 압력으로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잔류염이 제거된 속 환체는 다양한 속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속성분의 주된 원소는 사용후핵연료의 부분을 차지하는 우라늄이지

만 일부 분압이 높은 속원소는 smelting 과정에서 휘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smelting 공정은 우라늄의 용융  이상의 온도와 속원소 

휘발을 막기 한 압력 조건에서 수행된다. 속 환체 역시 다성분의 혼합

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은 미리 측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나. 휘발 모델

    염 휘발과 smelting은 감압 상태에서 수행되며 이와 같은 시스템에 

용 가능한 모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용액에서 발생하는 기체

상이 잔류 액상과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는 평형 모델[7.2.3.1]

이다. 회분식 증류 공정을 모사하는 평형 모델은 미분  증류에 의해 액체상



- 653 -

에서 빠르게 기체가 제거되어 기상으로 분포하게 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두 번째 모델 근 방법은 분자 모델로 일반 으로 고진공 상태에서 분자 

증류에 의해 발생하는 증류 과정은 모사하여 증류 속도를 나타내는 모델

[7.2.3.2]이다.

  ○ 평형 모델

     평형 모델의 기본 근 방법은 다음과 같이 증류에 의해 소량의 물질

이 액체상에서 기체상으로 이동하는 것을 설명하는 Rayleigh식이다.

                                            (7.2.3.1)

         : initial total moles of distilland,

         : initial mole fraction of species i in distilland,

        : total moles of gaseous species,

        : mole fraction of species i in gaseous phase,

        : final total moles of remaining distilland,

        : final mole fraction of species i in remaining distilland.

의 평형 증류식과 더불어 다음의 몰 물질 수지와 평형 계식이 계산에 필

요하게 된다.

         ⋯                                    (7.2.3.2)

         ⋯                                 (7.2.3.3)

                                                (7.2.3.4)

        : final moles of species in i(i=i,j,k) in remaining distilland,

        : moles of species i(i=i,j,k) in gaseous phase.

        
                                             (7.2.3.5)

                                                    (7.2.3.6)

        : vapor pressure of species i in gaseous phase,

       
 : vapor pressure of pure species i,

        : tot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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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자 모델

     액상 표면에서의 증발 속도는 Langmuir식[7.2.3.1]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Langmuir는 노출된 표면으로의 기체 동역학 이론을 용하여 증발

되는 휘발성 물질의 상을 설명하기 하여 다음 계식을 유도하 다.

       


                                   (7.2.3.7)

        : rate of evaporation from surface,

        : molecular weight of species i,

        : gas constant,

        : temperature.

  제시된 두 모델은 각각 평형 상태와 증발 속도 모사에 유용한 식들이다. 

평형 모델은 속도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최종 인 분배 상태를 

측 할 수 있으므로 공정 조건 설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엄 한 의미

에서 식(7.2.3.5)의 우변은 액상에서의 활동도 계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활동도 계수는 혼합물에서의 증기압 등이 측정되어야만 얻어지는 

데이터이지만 아직 LiCl에 기반한 혼합 염화물의 증기압 데이터는 알려진 것

이 없다. 따라서 식(7.2.3.5)은 액상을 이상용액(ideal solution)으로 가정한 상

태에서 유효한 식이 된다. 분자 모델을 용하기 해서는 상 시스템에 

한 증발 속도 자료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증발 속도 자료는 평형 자료와는 

달리 장치의 형태, 액상의 표면  등 물리  자료에 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 시스템의 실험 장치가 정의 되어 있어야한다.  

  ○ 모델의 용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분자 모델은 실험 장치  방법에 의존하는 실

험 데이터를 모사하는 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염 휘발  smelting 

공정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평형 모델을 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속 환

공정의 속 환체 염 휘발  smelting 과정을 계산하 다.

  속 환체는 분말형태이며 분말 사이에 존재하는 공극에 고화된 염을 포

함하게 된다. 염 휘발 과정에서 염은 용융되나 높은 용융 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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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3.1 Assumed composition of salt residue and metals

Salt Metal

Compound Composition (mol%) Compound Composition (mol%)

LiCl 9.9673E+01 U 9.8866E+01

CsCl 1.3668E-01 Am 7.7629E-02

SrCl2 9.4218E-03 Pu 1.0554E+00

BaCl2 1.3744E-01

RbCl 4.2614E-02

속 물질들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염 휘발 공정에서 속

환체는 시스템에 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된 상을 형성하게 된다. 고체상은 

염 휘발에 한 공정 조건에 무 하게 되므로 기 속 환체에 포함되어 

있는 염과 속 환체의 비는 고려되지 않았다. 염 휘발과 smelting 공정 조

건 계산을 한 염과 속 환체의 조성은 Table 7.2.3.1에 제시되었다. 염

에 포함되어 있는 염화물들은 알카리  알카리 토 속 원소들로 선정하

으며 조성은 보수 으로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했던 양이 모두 염 휘발 공정

으로 넘어온 것으로 산정하 다. 염에 함유되어 있는 Li2O는 LiCl과 동시 휘

발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그러나 염 휘발 공정에서 Li2O의 거동은 실험

으로 좀 더 면 히 검토되어야 한다. 재까지 정량화된 Li2O의 거동이 알려

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 계산에서는 휘발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염 조성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속 환체에는 다양한 속원소들이 존재하지만 모든 

속의 증기압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계산에서는 Table 7.2.3.1과 

같이 주요 심 핵종인 Am과 Pu만 U의 속 환체에 포함하 다.

  염 휘발  smelting 공정 평형 계산을 해서는 각 물질들의 증기압 자료

가 필요하다. 그러나 SrCl2와 BaCl2에 한 증기압 자료는 얻을 수 없었으며 

단지 용융 과 휘발 만이 알려져 있었다. SrCl2의 용융 과 휘발 은 각각 

874와 1250 ℃이며 BaCl2의 용융 과 휘발 은 각각 962와 1560 ℃이다. 따

라서 증기압이 알려져 있는 속-비 속 화합물  SrCl2와 BaCl2와 유사한 

용융 과 휘발 을 지니고 있는 KF(M.P = 858 ℃, B.P = 1502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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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M.P = 996 ℃, B.P = 1695 ℃)의 증기압 자료를 SrCl2와 BaCl2의 증기

압 자료 신 계산에 사용하 다. 증기압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염과 속에 

Table 7.2.3.2 Vapor pressure coefficients of salts and metals

Compound A B C D

LiCl -10760 -4.02 0.0 22.30

CsCl -9815 -3.52 0.0 20.38

RbCl -10300 -3.0 0.0 18.77

KF(≒SrCl2) -11570 -2.32 0.0 16.90

NaF(≒BaCl2) -13500 -2.52 0.0 17.93

U -24090 -1.26 0.0 13.20

Am -13700 -1.0 0.0 13.97

Pu -17590 0.0 0.0 7.90

해 계산하 다. 각 물질의 증기압식에 한 계수는 문헌[7.2.3.3] 값을 이용

하 으며 Table 7.2.3.2에 그 값들을 제시하 다.

                (7.2.3.8)

  식(7.2.3.1)～(7.2.3.6)을 이용하여 제시된 조성에서 계산된 공정 운  조건

은 Fig. 7.2.3.1에 제시되었다. 염 조성의 부분은 LiCl이므로 염 휘발 조건

에서는 기-액 상평형 부분이 선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림에서 표시된 salt 

distillation region을 공정 조건으로 설정한다면 염 물질들을 휘발시킬 수 있

을 것으로 계산되었다. 반면, smelting의 경우 기-액 상평형 부분

(Vmetal-Lmetal)이 역으로 나타났다. 이 역에서 운 을 하게 되면 속이 

증발하여 일부가 기상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정 조건은 액상으로 

용융되는 smelting region으로 설정해야하며 이 조건들은 각각 다음 식들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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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t distillation :

        P  < 560.561 - 1.428T + 9.018×10-4T2 700 ℃ < T < 1100 ℃

       Smelting :

        P  > 44.528 - 0.068T + 2.6148×10-5T2 1200 ℃ < T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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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3.1 Calculation result for salt distillation and smel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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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ACP 공정시스템 Scale-up 설계자료 분석 

          평가

제 1  ACP 공정시스템 Demonstration 자료분석  평가

1. 해환원 공정시스템 분석  평가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개발 과제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부피감용을 

목 으로 기화학  속 환 장치를 개발하 다. 본 과제에서는 우라늄산

화물의 해환원 반응개념을 확립하고 이러한 반응을 구 하기 한 시스템 

개발  반응특성 평가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다공성 마그네시

아 멤 인, 도성 컨덕터  산화물 분말로 이루어진 일체형 환원 극과 

칭형 구조의 백  산화 극 모듈을 갖는 해환원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PWR 산화물 핵연료의 부피감용뿐만 아니라 Gen-IV 차세  원자로 핵연료

로의 재순환 공정에서 핵심공정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사용후핵연료의 해환원 반응개념을 bench 규모, 5 

kgHM/batch, 20 kgHM/batch Mock-up  20 kgHM/batch 실증용 속

환시스템에 걸쳐 실증하 다. 반응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정시스템의 최

화  류 도의 향상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Table 8.1.1.1은 mock-up 

시스템과 ACPF 핫셀에서 수행된 실증용 해환원 시스템을 비교한 것이다. 

실증용 해환원 시스템은 mock-up 시스템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산화/

환원 극의 최 화를 통해 과 압을 최소화함으로써 허용최 류 도를 

상승시킬 수 있었다. 99% 속 환율을 기 으로 하여 SIMFUEL을 이용한 

해환원 공정의 류효율은 70 ～ 80%로 나타났으며 이는 순수 U3O8 분말

을 이용한 류효율 90% 보다 낮은 값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환원율이 

낮은 희토류 속산화물이 환원 극의 기 도도를 떨어뜨림으로써 해환

원 반응에서 방해작용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SIMFUEL의 해환

원 반응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된 고방열 핵종인 AM 

 AEM은 용융염상으로 분리될 것으로 기 된다. 후속 공정에서 AM  

AEM을 분리한 후 용융염은 해환원 공정으로 재순환되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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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1.1.1. Comparison of the results obtained in mock-up and ACPF   

              systems

Mock-up ACPF

핵물질 U3O8 SIMFUEL

류효율 ≒ 90%  70 ～ 80%

최 류 도 66.25 mA/cm
2 at 80 A

 100 mA/cm
2 at 130 A

(Fig. 5.1.2.4)

AM & AEM 거동 - 용융염상으로 분리

속 환율 > 99% > 99%

  실증용 속 환장치에서 SIMFUEL의 해환원 실험에 한 각 핵종별 

속 환율  물질수지 자료를 도출하 다(Table 8.1.1.2). 본 자료는 해환

원 실험에서 SIMFUEL의 기조성, SIMFUEL 속 환체  염잉곳에서의 

각 속성분에 한 원소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도출한 기  물질 수지자

료로써 분석과정에서의 오차  분말의 주입 는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MgO 바스켓으로부터의 SIMFUEL의 유출에 의한 오차를 포함한 것이

다. 각 핵종별 상 속 환율은 TGA 분석결과  열역학  자료, INL에

서 수행한 active test 결과를 종합 으로 평가하여 각 핵종별 속 환율을 

추정하 다. Table 8.1.1.2에서 볼 수 있듯이 TRU를 표하는 우라늄 원소의 

경우 속 환율은 99% 이상을 달성하 다. AM  AEM 원소인 Cs, Sr, 

Ba 핵종은 용융염상으로 분리되어 속 환율을 추정할 수가 없다. 귀 속 

핵종인 Mo, Zr, Ru은 상 으로 높은 속 환율이 상되었다. 반면 희토

류 속인 Ce  La의 경우 10% 정도의 속 환율이 추정되었다. 

  한편 속 환체와 용융염상에 존재하는 각 원소를 분석한 결과 AM  

AEM은 부분 용융염상에 존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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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1.1.2. Predicted conversion and distribution of SIMFUEL

Element Feed (g)
Predicted 

conversion(%)

**Reduced 

metal phase(g)

**Salt phase 

(g)

U(+Pu) 8055.48 > 99.5 7999.335 56.145

Ba 20.51 - 0.943 19.567

Ce(+Np) 30.77 < 10* 24.308 6.462

La(+Am+Cm) 35.98 ≒ 12.8* 33.749 1.231

Mo 38.11 > 97* 38.11 -

Sr 8.62 - 1.362 7.258

Cs 52.72 - 0.073 52.647

Y 10.16 - 9.042 1.118

Zr 41 > 45* 40.18 0.82

Ru(+Tc) 34.87 > 76* 34.87 -

Nd(+Pr+Pm+Sm) 137.14 < 10* 121.095 16.045

*열역학  자료  미국 INL의 active test 기

**원소분석결과

  이러한 원소들은 해환원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속 환체로부터의 제

거율이 지속 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 된다. 기타 속 원소들도 용융염상에

서 일부 검출이 되었으며 환원 극으로부터 속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마

그네시아 멤 인의 기계  강도의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해환

원 반응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마그네시아 멤 인의 염침투에 의한 변형으

로 마그네시아 멤 인에 물리  손상이 생기게 된다. 이를 통해 일부 미세

입자들이 용융염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속 환 반응기에서 핵물질의 회수율은 99%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실증용 속 환 반응기는 선행 연구인 mock-up 시스템과 비교

하여 높은 류 도를 달성할 수 있었으나 류효율은 10% 이상 감소하

다. 그러나 이를 통해 공학용 해환원 시스템의 설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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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의 해환원을 해서는 속 환반응기의 조립-운 -해체 

단계가 핫셀 내에서 철 한 원격운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ACPF내의 핫셀 

원격운 은 핫셀 공간의 제약성, 원격조작기의 근성  반응시스템의 원격

취 성 등에 의해 복합 으로 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 공정단계별  단

장치별로 실증용 속 환반응기의 원격운 성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

출하 다.

Table. 8.1.1.3. Remote operability of an electrolytic system in ACPF       

               hot-cell

항     목 개선필요 양호 우수

핵물질/염 주입     O

반응기조립

단계

환원 극체결 O  

산화 극체결 O    

기 극체결   O  

랜지 조립 O    

반응

단계

Ar purge     O

류공     O

반응기해체

단계

산화/환원 극해체 O    

Ar purge line 해체   O  

유지보수

내부반응기 교체   O  

알루미나 연체 O    

산화 극 표면세척 O    

  Table 8.1.1.3에서 보인바와 같이 핵물질  용융염 공 용기의 체결  주

입과 련한 원격운 성이 핫셀 내의 크 인, telescope manipulator  핫셀 

차폐창에 설치된 M/S manipulator를 이용하여 확보되었다. 한 반응 도  

Ar purge를 한 밸 의 개폐  류공 에 련된 원격운 성 역시 비교

 양호하 다. 그러나 반응기 조립단계  유지보수단계에서 상당 부분에 

한 개선사항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핫셀 내부에서의 

원격조작성에 한 사각지역의 해소, 고성능 원격 보조도구 개발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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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정이다. 특히 휘발되거나 잔류되어 고화된 염은 반응기 해체 시 매우 

큰 토크를 필요로 한다. 용융염의 고화는 해환원 반응에서 필연 으로 발

생하는 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한 획기 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생산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학규모 속 환 시스템을 

scale-up하기 해 다음과 같은 반응기 개선사항  연구항목을 제안할 수 

있다. 먼  반응공학 측면에서 100 kgHM/batch 시스템을 운 하기 해 

류 도의 향상이 필요하다. 공학규모에서 반응시간을 120 hr 이내로 이기 

해서는 300 mA/㎠의 류 도가 필요하며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산화

극 개발이 필요하다. 한 해환원 반응에서 생성되는 산소이온의 확산속도

를 향상시켜 closed Li2O recycle를 확립하여야 한다.

  반응기 재질 측면에서 고온의 LiCl-Li2O 용융염 분 기에서 내부식성이 

우수한 재질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 산화 극의 경우 본 연구에서 시스템

상에서의 Pt 산화 극의 소모원인을 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한 방안을 

확보하 다. 그러나 Li
+ 이온의 intercalation  산화에 의한 Pt 표면의 

LiPtO3 등의 생성에 의해 산화 극  상승  Pt 소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궁극 으로는 세라믹 극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환원

극의 경우 MgO 재질은 LiCl-Li2O에서 비교  안정하나 장기간의 조업에서 

MgO 바스켓의 염침투로 물질이 손실되어 강도가 약해진다. 따라서 공학규

모의 반응시스템을 해서는 MgO 강도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MgO를 체

할 수 있는 물질이 개발되어야 한다.

  원격취 성  공정 단순화 측면에서는 핵연료물질 취   해환원 반

응 후 환원 극 해체, 산화 극 유지보수, 단  공정간의 연료물질 이송 등

에 한 종합 인 원격취 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 반응시스템과 핫셀 

시설간의 유기  조합을 통한 공정의 단순화를 통해 원격취 성능을 향상 

시켜야 한다. 실증용 해환원 시스템의 운 결과에 의하면 폐용융염의 이송

시스템은 공정의 복잡성, 공정안정성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해환

원 반응 후에도 용융염을 반응기에 유지시킨 상태에서 일체형 환원 극을 

분리하는 시스템 공학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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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b-scale의 실증용 우라늄 속 Ingot 제조장치 Scale-up 자료 확보

 가. 속 환체내 잔류염의 휘발분리

    제 5장에 기술하 듯이 Ar 기체 공 과 진공배기라는 조건에서 수행되

는 ACPF smelter demonstration에서는, 속 환체내 잔류염의 휘발은 진공 

휘발에 용되는 Hertz-Langmuir 식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해 환원된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에 포함된 잔류염의 증발 분리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한국원자력연구원 ACPF 핫

셀에 설치된 smelter의 운 조건 설정에 용하는 한편, smelter scale-up 장

치 설계에 반 하고자 하 다. 한 열 량 분석법으로 측정한 염 휘발 실측

값과 모델 식에 의한 계산값을 비교하여 모델식 검증을 수행하 다.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잔류염의 휘발, 분리 정도가 공정조건과 장치의 기하학  구

조와 련하여 정량 으로 계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었다.

  우선 휘발을 모사할 수 있는 모델식을 개발하고자 하 다. ACP smelting 

공정에서 잔류염 휘발 단계는 purge 기체 존재 하에서 수행된다. 이러한 분

기에서 물질은 액면에서 확산에 의하여 서서히 증발된다. 이때 증발속도는 

Langmuir 식에서 구할 수 있는 최  증발속도보다는 확산계수에 의존하는 

확산속도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산지배 증발식을 구하

여, smelter mold 높이, purge 기체압력, 증발온도, purge 기체 종류에 따른 

증발속도 변화를 계산하고자 하 다.

  Fig. 8.1.2.1에 나타내었듯이, 단순화를 하여 실린더 튜 에 담겨있는 액

체 A가 순수한 기체 B로 steady state로 확산되는 경우를 조사하 다. 그리

고 A와 B가 이상기체 혼합물을 생성하고, 기체 B의 액체 A로의 용해도가 

무시될 정도라고 가정하 다. 한 기체, 액체 계면에서의 기체상 A의 농도

를 그 온도와 압력에서의 평형 농도로 정했다. 이러한 확산지배 증발식은 이

상기체 정상상태를 가정하고 류와 농도구배를 고려하여 유도하 으며, 1차

원 물질 달만을 다루었다.

  확산과 류가 결합된 mass flux, JAz는 액체와 기체 계면의 단 면 을 

단 시간에 통과하는 A의 몰수를 의미하며, 류 flux와 확산 flux를 다음 

식에 의하여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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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2.1. Steady state diffusion of A through stagnant B. Gas A is      

            swept away by the purge gas B flowing over the top when   

            they emerge from the tube. 

z
xcDJJxJ A

ABBzAzAAz ∂
∂

−+= )(
  (8.1.2.1)

여기서 Ax 는 A의 몰분율, BzJ 는 B의 총 몰 flux, c는 총 몰농도, DAB는 

A-B 시스템에서의 이성분 diffusivity, 그리고 z 는 Fig. 8.1.2.1에서 기체에 

의해 채워져 있는 튜 의 높이이다.

  이 증발시스템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계면으로부터 A의 기상으로의 

순흐름이 있고, B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따라서 JBZ는 0이다.  

경계조건에서

0==
zAA xx

 (at zz = ) (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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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기체에서 p = cRT이다. 그러므로 계면에서 A의 증발속도는 다음 식 

8.1.2.3에 의하여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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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1.2.3에 필요한 DAB는 Champman-Enskog theory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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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1.2.4를 해 필요한 확산을 한 collision integral ΩD,AB와 

Lennard-Jones 라미터 σAB는 문헌에서 발견된다 [8.1.1.1, 8.1.1.2]. 식 

8.1.2.4의 NA는 Avogadro 수이다. B의 몰분율은 z  = z에서는 1이고, z  = 

0에서는 ppA /1− 이다. pA는 온도에 따른 증기압 변화로서 열역학 자료에서 

구해진다. 이제 ACP의 smelting 공정 는 TG 실험에서 찰되어지는 A의 

질량변화 mA는 실험  라미터인 기체 압력 (p), 증발면  (S), 그리고 

증발거리 (z) 등과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
⎠

⎞
⎜⎜
⎝

⎛
−

=⎟
⎟
⎠

⎞
⎜
⎜
⎝

⎛
=

A

AB

B

BABA

pp
p

zRT
PDS

x
x

zRT
pDS

dt
dm z lnln

0   (8.1.2.4)

  Fig. 8.1.2.2와 Fig. 8.1.2.3은 각각 p와 z의 함수로 LiCl의 확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8.1.2.2에서는 z가 20 cm으로 정해졌고, Fig. 

8.1.2.3에서는 p가 1 atm으로 고정되었다. 확산속도는 p와 z가 감소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Fig. 8.1.2.2와 Fig. 8.1.2.3는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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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2.2. Effects of pressure on the diffusion rate of LiCl (z: 20 cm,    

            purge gas: Ar).

Fig. 8.1.2.3. Effects of the evaporation distance on the diffusion rate of    

            LiCl (p: 1 atm, purge gas: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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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2.4. Effects of the gases on the diffusion rate of LiCl (z: 20 cm,  

            p: 1 atm).

Purge 기체의 향도 조사되었다. Fig. 8.1.2.4는 조사된 비활성 기체  

He이 증발속도의 향상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은 

주로 헬륨의 분자량이 질소와 알곤의 분자량에 비하여 보다 작음에 

기인한다. 그러나 공정 분 기를 헬륨으로 유지하는 것은 알곤의 경우와 

비교할 때,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Fig. 8.1.2.5는 LiCl, Li2O, 그리고 Li의 확산속도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Li는 LiCl에 비하여 높은 증기압과 DAB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LiCl에 비하여 Li는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800 oC 이상의 온도에서  Li가 

LiCl보다 g/cm2/hr로 계산된 확산속도가 빠르다. 

  Li2O의 녹는 은 1,570 oC이고 Fig. 8.1.2.6에 나타내었듯이, Li와 LiCl에 

비하여 매우 낮은 증기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Li2O는 조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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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역에서 거의 승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실제로, Fig. 8.1.2.5가 보여주듯이, Li2O의 확산에 의한 휘발은 1,000 ℃ 

이상의 고온에서 시작되며, 그 휘발속도도 LiCl과 Li와 비교하면 거의 

미미한 수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Li2O가 LiCl에 용해되어 있는 경우의 

휘발은 단일 성분 Li2O가 승화되는 것과 다른 양상을 나타냄을 7장에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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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1.2.5. Comparison of the diffusion rates for LiCl, Li2O, and Li (z:  

              20 cm, purge gas: Ar, p: 1 atm).

  확산모델의 ACP smelting 공정에의 용성은 열 량 분석에 의하여 

검증되었다. 알루미나 팬과 보호 rod가 장착된 Setaram 92-18 TG를 열 량 

분석에 사용하 다. 온도 scan은 950 oC에 도달할 때까지 20 oC/min의 

속도로 이루어졌으며, 950 
oC에 도달하면 TG pan은 알곤 기체 흐름 

분 기에서 그 온도에서 등온으로 유지되었다.

  이 경우, z는 TG 팬  기체에 의해 채워진 부분이다. Fig. 8.1.2.7은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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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에서 5 분간 안정화된 이후의 LiCl (Alpha, 99.95%)의 등온 휘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확산모델에 의한 측이 Herz-Langmuir 모델에 의한 측보다 상압의 

알곤기체 흐름 실험조건에서는 훨씬 정확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확산모델도 실제 실험결과보다 약 23%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 원인의 

부분은 우리가 2차원 확산을 고려하지 않은 과 기체 흐름에 의한 확산 

증진을 반 하지 않은 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열 량 분석법으로 

Li2O (Cerac, 99.5%)의 휘발도 실험 으로 측정하고자 하 으나, 950 ℃의 

등온조건에서 Li2O의 휘발은 실험 으로  찰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950 OC에서 거의 에 가까운 Li2O의 증기압에 기인함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LiCl에 용해되어 동반 휘발되지 못하는 과량의 Li2O는 ACP 공정의 

smelting 공정이 종료된 후 속 환체의 상부에 dross로서 존재할 것으로 

단된다. Li의 등온 휘발 실험은 열 량 분석에 용하기에는 Li의 

반응성이 무 커서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Fig. 8.1.2.5은 Li가 ACP 

smelting 공정조건에서 LiCl과 함께 휘발되어 속 환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 다.

  앞서 7장에서 주요 이성분 잔류염의 휘발거동을 DSC와 TG 실험으로 

정량 으로 찰한 바 있다. 이에 휘발온도에 따른 이성분 잔류염의 

휘발거동을 정량 으로 분석하고, 휘발 활성화 에 지를 식 8.1.2.4에 의하여 

계산하 다. Table 8.1.2.1은 LiCl, LiCl–8 wt% Li2O, LiCl–8 wt% SrCl2의 

아 니우스 라미터를 보여주고 있다. LiCl–8 wt% SrCl2의 휘발이 

LiCl–8 wt% Li2O에 비하여 휘발온도에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RT
EAk alnln −=

  (8.1.2.5)

  Scale-up 장치에서의 염 휘발 분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Hertz-Langmuir 

식과 확산 모델식으로 각각 산출하 다. Fig. 8.1.2.8은 잔류 LiCl이 100 kg, 

증발면 이 2,827 cm2, 증발거리가 30 cm, He 기체 분 기에서 잔류염을 

휘발시킬 때 측되는 소요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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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1.2.6. Vapor pressure changes of LiCl, Li2O, and Li with         

                temperature.

Figure 8.1.2.7. Comparison of the experimentally determined and           

                 theoretically predicted (H-L relation and diffusion       

                 model) evaporation rates for L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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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1.2.1. Arrhenius parameters for studied compounds

Compound Ea [kJ mol-1] ln A R2

LiCl 108 5.86 0.988

LiCl–8 wt% Li2O 86.2 4.16 0.987

LiCl–8 wt% SrCl2 120 7.09 0.991

Figure 8.1.2.8. Comparison of the evaporation time predicted by diffusion  

              model and Hertz-Langmuir relation, respectively.

  물론 확산모델에 의해서는 상압뿐만 아니라 진공 분 기에서의 휘발에 

해서도 모사가 가능하고, 장치의 크기  구조에 따른 휘발속도의 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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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잔류염이 포함된 속 환체의 용융

    제 5장 등에 기술하 듯이, 해환원 속 환체에 포함된 잔류염을 휘

발에 의하여 분리하는 과정에서 산화성 잔류염에 의하여 속분말이 재산화

되는 상이 발생하고, 결과 으로 과량의 염, 특히 Li2O가 속 환체에 잔

류하는 조건에서는 속잉곳을 제조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Table 8.1.2.2에 smelting 공정에서 취 되기 한 해환원 공정 제조 

속 환체의 요건을 나타내었다. 속 환체는 산소와 수분 등에 의해 미세분

말의 표면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비활성 기체 분 기에서 취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해환원 공정의 최 화를 통하여 속 환체에 잔류

하는 염의 양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Smelting 과정에서 잔류염을 휘발에 

의하여 속 환체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장치에 큰 부담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염이 휘발되는 조건에서는 smelter를 비활성 분 기, 특히 진공으로 

제어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Li2O의 양은 특별히 해환원 공정에서 

제어되어야만 한다. 제 5장과 7장에 기술되었듯이, Li2O는 속 환체의 재

산화를 약 950 ℃ 이상의 온도에서 래하는데, 이 Li2O를 휘발에 의해서 제

거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Table. 8.1.2.2. Requirements of the metal product from electrochemical     

       reduction process for the treatment in the smelting process

Items Specification

Transportation from 
ER

Prevent the adsorption of water and air which 
cause the oxidation of metal during smelting

Amount of residual 
salt

As low as possible to ease the burden of salt 
distillation

Li2O content
As low as possible to prevent the reoxidation 
of metal

  속 환체 분말 표면에 생성된 산화막을 괴하고 속잉곳을 제조하기

하여 smelting 온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 지만, 속잉곳을 제조하는 데

에는 실패하 다. 이는 잔류염이 존재하는 본 smelting 공정조건에서는 용융

온도 상승에 따라 속 환체 분말이 재산화되는 가능성만 더욱 증 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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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에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의 부분을 차지하는 우라늄 속의 최  

용융온도를 Thin Walled Vessel Mechanics에 의하여 분석하 다. Fig. 

8.1.2.9가 보여주듯이, 비록 우라늄 속이 잔류염, 산소, 수분 등과의 에 

의하여 산화되어, 그 표면이 UO2 산화막으로 덮여 있더라도, 우라늄 속의 

녹는 인 1,133 ℃보다 26 ℃ 높은 1,159 ℃에서 UO2 산화피막 내에 갇힌 우

라늄 속의 부피가 약 0.15% 증가하고, 이에 따른 팽창 힘에 의하여 우라늄 

산화피막이 괴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화피막 제거를 해서는 용융온

도의 증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Table 8.1.2.2에 나타내었듯이, 속 환체

의 물성제어가 필수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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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2.9. Disruption of uranium oxide film.

  이를 실험 으로 확인하기 하여, 1,200 ℃에서 용융실험을 수행하 다. 

잔류염 속의 Li2O 농도가 3 wt% 이하로 제어된 경우에는 1,200 ℃의 용융온

도에서도 속분말의 용융이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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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2.10. Uranium melted at 1,200 oC and the high density magnesia   

             crucible.

  그러나 잔류염의 존재 때문에 용융장치의 분 기 제어가 어려웠고, 따라서 

한 덩어리의 집합체로 만드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다. 제 5장 제 2 에 기술

한 리튬을 이용한 용융법으로는 Fig. 8.1.2.10의 왼쪽에 나타난 고 도 마그

네시아 도가니를 사용하여 오른쪽에 보인 우라늄 속 집합체를 1,200 ℃의 

용융온도에서도 제조할 수 있었다. 

  ACP smelter의 hot cell inactive demonstration을 통하여 scale-up 장치의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Scale-up 장치에서는 가열부와 공정 crucible 

조작부를 분리하는 등의 장치 모듈화가 필수 이다. 한, crucible의 bottom 

loading  염회수부의 smelter 몸체 내 설치가 핫셀에서의 원격조작성  

장치 유지/보수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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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단계의 연구개발에서는  단계에서 개발한 해환원 속 환기술의 

scale-up 연구를 으로 추진하여, 속 환율  회수율 99% 이상, 

Li2O recycle 구   hot cell 운 요건에 부합되는 20 kgHM/batch 규모의 

실증용 해환원시스템을 성공 으로 개발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본 단계

에서는 20 kgHM/batch 규모의 실증용 해환원 속 환시스템의 설계  

제작, 그리고 20 kgHM/batch 규모의 실증용 해환원 속 환시스템의 성

능평가를 통해 SIMFUEL이 99% 이상 속 환되고, cell 과 압과 anode 

effect를 최소함으로서 류 도 100 mA/cm2  류효율 80% 이상 구 이 

가능함을 실험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시스템 최 화 연구에서는 성능

평가 과정에서 일부 발생되는 일체형 cathode 극의 압강하, anode effect 

상 최소화, 단 장치의 모듈화  단순화를 통해 핫셀 운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 다. 한 고온 용융염 물리․화학  자료생산 분야

에서는 bench-scale 장치를 이용한 surrogate의 해환원 반응속도 측정  

반응메카니즘 규명, 주요 핵종의 분배계수 자료생산, 고온 용융염계에서 산

소  속이온의 물질 달속도  확산계수 자료 생산 등 당해단계 목표를 

성공 으로 달성하 으며, 세부연구항목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Lab-scale (20 kgHM/batch) 해환원 Mock-up 시스템 성능평가

  - Lab-scale (20 kgHM/batch) 해환원장치 성능평가

    제 2 단계에서 개발되었던 해환원 속 환 기술을 20 kgHM/batch 

규모 Lab-scale의 mock-up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기화학 속 환 장치의 

가열로, 일체형 환원 극  산화 극의 면 과 형태에 따른 과 압 데이터

와 같은 실험 결과를 얻었으며 속 환 장치의 성능평가를 하여 Li2O 공

  용해시스템, 폐용융염 이송시스템 등의 단 장치에 한 개발  운  

성능 향상 방안이 도출되었다. 650 ℃의 LiCl-3 wt% Li2O 용융염 매질에서 

U3O8을 상으로 수행한 실험 결과 mock-up 해환원에 의해 속 환율 

 회수율 99%, 류 도 ～80 mA/cm2, Li2O closed recycle 40%를 달성하

다. 한 일체형 환원 극에서 발생하는 산소이온의 용융염계로의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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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 으며 환원 극의  찰을 통해 일체형 환원 극 구조 최 화와 

류 도 향상 방안을 도출하 다. 

  - Lab-scale (20 kgHM/batch)의 mock-up 우라늄 ingot 제조장치 성능평  

    가

 해환원공정에서 제조된 속 환체를 상으로 smelting 장치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단 장치의 반응분 기 제어  가열시스템이 설계요건에 

제시되었던 성능요건을 충족시킴을 확인하고, 속 환체내 잔류염 

(LiCl-Li2O)를 ～40 wt%에서 25 μgLi/g 이하로 감시킬 수 있었다.  

  - Lab-scale의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 성능평가

    진공이송  이 용기에 기반한 lab-scale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를 

설계/제작하여 설치를 완료하 다. 해환원공정에서 발생한 폐용융염을 염

잉곳 제조장치로 성공 으로 이송할 수 있었고 이 용기와 surge tank를 이

용하여 일정량의 염을 스테인 스강 몰드로 성공 으로 고화시킬 수 있었으

며 분리성도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CP 공정시스템 설계/제작  Blank Test

  - Lab-scale (20 kgHM/batch)의 실증용 속 환시스템 설계  제작

    Mock-up 해환원 속 환시스템을 이용하여 단 장치의 성능요건과 

단 공정간 연계성  핵연료 취 과 원격운 에 한 종합 인 평가를 통

해 실증용 속 환시스템의 설계요건을 도출하 다. 공정의 기 요건은 

류 도 100 mA/cm2과 Li2O closed recycle 40% 이상으로 설정하 으며 이

를 한 최 의 실증용 기화학  속 환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작하 다.

  Lab-scale(20 kgHM/batch) 실증용 속 환시스템을 ACP 핫셀에 설치하

고 단 장치의 성능요건  공정 연계성을 평가하 으며 blank test를 통해 

핵연료 물질 취   원격운 에 한 비평가를 종합 으로 수행하 다.

  ACPF 핫셀의 시설여건을 고려하고, mock-up 우라늄 ingot 제조장치 성능

평가 결과를 반 하여 실증용 우라늄 ingot 제조장치의 설계요건을 도출하

으며, 공정의 기 요건 (진공  불활성 기체 분 기 제어, 최 온도: 1,500 

oC) 충족시키는 실증용 smelter를 설계  제작/발주하 다.

  Mock-up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에 한 성능평가를 기 으로 해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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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와의 연계성  원격운 성을 고려하여 hot cell의 여건에 맞도록 실증

용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의 설계요건을 확립하 다. 염이송에 한 안정

 온도제어시스템을 구축하며 해환원장치로부터 염회수율이 95% 이상되

도록 실증용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를 설계  제작/발주하 다. 

  ACP 핫셀 내에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실증용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를 

설치완료하 다. 실증용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  이송 의 온도제어시스

템을 가동하여 이송  구간이 용융염의 녹는 보다 높게 유지됨을 확인하

다. 그리고 이송   고온밸  등 실증용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의 기

성이 잘 유지됨을 확인하 다. 

  - Lab-scale(20 kgHM/batch) 실증용 속 환장치 inactive test  공정  

    수정/보완

    ACP 핫셀에 설치된 lab-scale 속 환 반응기를 이용하여 속 환 반

응을 한 반응기 조립, 해체  운 단계에서의 원격취 성과 각 단계의 

logistic diagram 등 운 방법에 한 평가를 완료한 후 천연 U3O8 분말을 

사용하여 해환원에 의한 속 환 반응 구 성에 한 실험  평가를 수

행하 다.

  LiCl-3 wt% Li2O 용융염계에서 Li2O/U3O8 몰비를 8.0으로 설정하 으며 

Lab-scale 속 환반응기를 사용하여 99% 속 환율  회수율과 40%의 

Li2O recycle ratio, 100 mA/cm2의 류 도를 달성하여 실증용 속 환 장

치로 낮은 과 압과 높아진 류 도 등 향상된 핫셀 운 성을 확보하 다.

  - Lab-scale 실증용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 inactive test  공정 수정/  

    보완

    우라늄산화물을 이용한 해환원공정에서 발생된 폐용융염 90 kg을 진

공감압법을 이용하여 15 개의 몰드로 염잉곳을 성공 으로 제조할 수 있었

으며 염회수율은 95% 이상이 다. 이 때 이송 , 노즐  고온밸 에 한 

heating 시스템  온도제어시스템을 통해 650 ℃ 이상 유지함으로써 안정

으로 염이송을 ACP 핫셀에서 구 할 수 있었다. 몰드에 제조된 염잉곳의 분

리성도 매우 우수하 다.

 ￭ACP 공정시스템 성능평가

  - SIMFUEL을 이용한 실증용 속 환시스템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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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EN 코드를 통해 계산된 사용후핵연료를 모사하기 하여 주요 핵

종으로 SIMFUEL 조성을 결정하여 분말 형태의 속산화물들을 혼합하여 

SIMFUEL을 제조하 으며 이를 사용하여 실증용 속 환장치에 한 성능

평가 실험을 수행한 후 회수된 SIMFUEL 속 환체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SIMFUEL을 사용한 실험에서 99% 이상의 속 환율을 달성하 으며 최

허용 류는 130 A로 75%의 류효율을 얻었다. 한 anodic dissolution에 

의한 Pt 양극의 소모 원인을 분석하고 산화 극 시스템을 보완하 다. 

SIMFUEL 실험으로 일체형 환원 극 내 핵물질의 환원에 따른 원소 분석 

 용융염에 한 분석으로 각 핵종의 물질수지 작성을 한 기 자료를 생

산하 다.

  - Lab-scale의 실증용 우라늄 속 ingot 제조장치 공정변수 최 화     

    특성평가

  Lab-scale (20 kgHM/batch)의 실증용 속 환장치에서 회수한 우라늄 

속 환체를 상으로 잔류염 제거(850 oC)와 우라늄 속 용융(1,250 oC)의 

2 단계로 이루어진 smelting 공정을 ACPF 핫셀에서 구 하고, 공정변수 최

화  특성평가를 수행하 다.  

  - SIMFUEL을 이용한 lab-scale의 실증용 우라늄 속 ingot 제조장치    

    Demonstration

 ACPF 핫셀에 설치된 smelter의 원격 운 성을 향상시키고, sintered 

SIMFUEL의 성분원소 분석을 수행하 다. 한, 속분말의 잉곳으로의 제

조성 향상을 한 리튬 속을 이용한 속분말 용융법을 개발하 다.  

  - Lab-scale 실증용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 demonstration

    SIMFUEL을 이용한 해환원공정에서 발생된 폐용융염 90 kg을 안정된 

온도제어시스템을 통해 진공감압법으로 17개의 몰드에 성공  염잉곳을 제

조할 수 있었으며 염회수율은 95% 이상이 고 도는 1.80 g/cm3 다. 염잉

곳에 포함된 SIMFUEL의 성분원소를 분석하여 SIMFUEL의 향을 고찰하

다. 

 ￭ACP 공정해석을 한 반응공학  열역학 데이터 생산

  -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주요 핵종의 해반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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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탄족산화물을 함유한 LiCl 용융염에서 Li2O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얻은 

cyclic voltammogram으로부터 란탄족산화물이 속으로 환원되는 경향을 평

가하 다. Li2O 농도가 낮을 경우 란탄족 속이 재산화하는 류곡선을 보이

다가 Li2O 농도가 증가하면 재산화 류곡선이 없어지는 것으로 란탄족산화

물의 환원여부를 평가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란탄족산화물이 환원될 수 있

는 최  Li2O 농도를 제시하 다. Ce2O3의 경우 1.37 wt% Li2O 농도까지 환

원이 가능한 반면에 Lu2O3의 경우에는 0.18 wt% 이하의 Li2O 농도에서만 

환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란탄족산화물의 용해도는 Li2O의 농도가 증가하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측되었지만 해환원 조건에서 측정한 용해도 값은 Li2O의 농도가 큰 경우

에도 용해도 값이 작게 나타났다. 이것은 란탄족산화물이 porous MgO cup 

내에서 용해가 되었어도 기공을 통하여 MgO cup 밖으로 단시간에 확산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Br-, I-  Se2- 음이온들은 산소이온보다 먼  산화되는 것을 확인하 다. 

Br-는 산화되어 Br2을 생성하 다가 다시 환원되는 가역성을 보여  반면에 

I
-와 Se2-의 산화는 비가역반응이었다. I-는 산화생성물인 I2가 I-와 반응하여 

I3
- 를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Se2-는 Se으로 산화되자마자 Pt 산화 극

과 반응하여 PtSe2를 생성하면서 극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 공정 모델링을 한 데이터 생산

    일체형 환원 극에서 AM, AEM 원소들은 매질인 LiCl-3 wt% Li2O 

용융염에 용해되어 용융염으로 물질 달 된다. 한 일체형 환원 극의 

속산화물에서 제거된 산소 이온 역시 용융염 방향으로 물질 달 되며 이에 

따라 AM, AEM 속  산소이온의 일체형 환원 극 내 확산계수  계면

에서의 물질 달 계수를 실험 으로 결정하 다. 정 류 해환원 조건에서 

각 속 이온의 환원 는 Li 이온의 환원  보다 높기 때문에 AM  

AEM의 물질 달은 류의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산소이온

은 분말 내부를 빠져나오는 내부확산이 속도 결정단계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U3O8을 이용한 해환원 반응 속도 측정 실험에서 Li2O는 Faraday 법칙을 

따라 소비되지만 생성된 리튬 속은 산화우라늄과 완 히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화우라늄의 환원율을 기 으로 류효율은 >75%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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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었다. 이는 해환원 반응에서 생성된 리튬과 산화우라늄 사이의 반응이 

반응 결정 단계로 리튬 속과 산화우라늄과의 을 원활하게 해주면 

류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ACP 공정 최 화 기술개발

  - 최  세라믹 산화 극 특성평가

    기화학  방법에 의해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산화물을 우라

늄 속으로 환원할 때 일반 으로 사용되어온 백 양극이 산소이온의 산화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산소와 반응하여 백 산화물(Li2PtO3 등) 층을 형성하

고, 용융염에 존재하는 Li에 의해 부식되는 문제 등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하여 세라믹 산화 극 재료로 NiO, SnO2, Fe3O4, LiFeO2를 선정하여 산화

극의 특성을 평가하 다. 그리고 기 도성이 향상된 세라믹 산화 극을 

제조하고자 Mn-doped LiFeO2, Co-doped LiFeO2, LiCoO2, Li-doped NiO  

Sb-doped SnO2를 상으로 성형  소결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형 세라믹 

산화 극을 제조하여 기 도도가 약 242 Ω-1㎝-1로 기존의 세라믹 극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Sb-doped SnO2의 세라믹 산화 극을 제조하

으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일부 용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 인 

연구가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기 연구가 자체 설비  기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되어 체계 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 고, 연구 결과도 백  

양극을 체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 다. 그래서 차후에는 자체  설비  

기기를 구비하여 체계 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세라믹 산화 극의 성능을 향

상시켜 scale-up 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해환원의 기술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세라믹 산화 극 제조기술 개발

    직경 비 길이가 긴 형태의 세라믹 산화 극을 제조하기 해 제조 원

가가 비싸고 효율이 나쁜 slip 주조방식을 보다 경제 이고 효율 인 CIP 성

형에 의한 방법으로 변경시켜 rod-type의 산화 극을 성형하 고, 이의 

binder burn-off, 소결 공정을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하 다. 그리고 CIP 성형

을 하지 못하 던 SnO2, LiFeO2 등의 세라믹 분말도 ball milling, 

mechanical mixing 등의 공정으로 분말을 개질시켜 성형할 수 있는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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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 으나 물리/화학  기화학 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세라믹 산화 극 제조기술이 기화학  해환원장

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일체형 cathode 극 최 화 기술개발

    일체형 cathode의 멤 인의 재질로 스테인 스강 망  다공성 마그

네시아 멤 인을 사용하여 각 재질에 한 기화학  특성  속 환 

특성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을 이용하여 간

 해환원법을 통한 속 환 특성이 가장 우수함을 확인하 다.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의 두께와 기공률, 고체 conductor의 재질 그리고 

cathode 내에 충 되는 우라늄산화물의 두께에 따른 일체형 cathode의 속

환 특성을 평가하 다. 일체형 cathode 구조변화에 따른 Tafel plot을 측정

하여 일체형 cathode 구조에 한 최 조건을 설계할 수 있는 기 데이터를 

확보하 다.

  - Anode 극 최 시스템 개발

    산화 극의 type 변형으로 극면  최 화  극 효율성을 향상시키

고자 wire-type, hole-type 그리고 mesh-type의 일체형 산화 극을 개발하

여 기존의 양극 개수를 여 원격운 조작의 편의 가능성을 구 하 다. 특

히 hole-type 산화 극은 양면을 극으로 사용함으로써 극효율성  극

면  유연성이 우수하여 활용가능성이 기 되었다. 그러나 모든 type의 백  

산화 극에서 U3O8을 속우라늄으로 환원시킬 수 있으므로 해환원장치에 

합한 type을 선정하면 경제성 향상  scale-up 시 공간 활용성 제고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 LiCl 용융염 회수기술개발

    속 환공정에서는 수분제거를 해 설정온도까지는 열운 , 설정온

도에서는 정상운 , 속주조공정은 정상운  모드 시스템의 운 요건을 설

정  확립하 다. LiCl 용융염 응축  회수공정 운   계통요건 분석, 장

치개념에 한 분석을 통해 주요 구성원들의 개념설계 기 을 확립하 으며, 

한 LiCl 용융염 응축  회수공정의 시스템의 계통도를 작성하 다. 

  - 연속식 폐용융염 증류 시스템 개발

    용물질 시스템의 구축  물성조사를 통하여 염/핵분열생성물, 염/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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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염, 염/희토류 산화물간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다성분 염 조건에서 LiCl 염

을 선택 으로 진공 휘발하는 조건을 도출하 다. 그리고 LiCl-Li2O-U계에

서 염의 휘발/분리 특성을 시간, 온도, 진공도의 함수로 측정할 수 있는 증류

장치(최 온도: 1,500 oC,  진공도: < 10-2 torr)를 제작하고, 염휘발에 한 

실험  평가를 수행하 다. 연속식 salt distillation 장치의 운 조건은 속

분말의 재산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최 화하 으며, 휘발속도 모델식의 개

발을 통하여 scale-up 장치의 운  자료를 생산하 다.

  - 단 공정 모델 개발

    ACP 공정의 시작 공정인 건식분말화에서 회수된 속을 용융시키는 

smelting 공정에 이르는 각 단 공정에서 발생하는 반응 평형  상평형 계

산을 하여 건식분말화 공정에서는 UO2에 한 공기  산화 속도를 모사하

는 수식을 개발하여 건식분말화 반응 속도를 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한

편 건식분말화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구성 원소들의 반응에 한 생성물의 

형태를 측하 다. 해환원 공정에서 각 산화물을 고용체로 가정하여 시간

에 한 해환원 반응을 각각의 속-산소 시스템에 용하여 모델링한 결

과 U3O8은 안정 인 UO2를 거쳐 속으로 환원되며 희토류를 제외한 산화

물들은 모두 U3O8보다 먼  속으로 환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 염휘발  smelting 공정 모델에서는 기상 생성을 한 염휘

발 공정과 기상 발생 억제를 한 smelting 공정의 조건이 계산되어 도입 물

질의 조성에 따라 공정을 측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ACP 공정시스템 Scale-up 설계자료 분석  평가

  - 실증용 속 환시스템의 성능평가 자료분석  평가

    실증용 우라늄 속 ingot 제조장치의 성능평가에서 산출된 자료를 기본

으로, scale-up 장치에서의 잔류염 휘발조건  속용융 조건을 도출하고, 

scale-up 장치의 모듈화 설계 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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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에서 독자 으로 개발한 사용후핵연료 해환원 기술은 차기단계

에서 으로 연구개발을 추진 정인 “PWR 사용후핵연료 부피감용기술”

의 기 공정으로 직  활용은 물론 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원자력선진국 

10 개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4세  원자로시스템 개발사업의 Cross 

Fuel Cycle R&D Item에서 개발 기술로 선정되어 있고, 향후 PWR 핵연

료주기와 제4세  핵연료주기와의 연계를 한 핵심기술로 활용될 망이다. 

특히 미국 AFCI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로그램의 PYROX 공정

에서도 사용후핵연료의 해환원과 해정련기술을 채택하여 ABR 원자로시

스템의 기 노심핵연료 공 과 재순환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기술의 구체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 경제성과 실용성이 획기 으로 제고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신기술 확립으로 PWR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순환 공정의 경제성 제

고

 □ GEN-IV 핵연료주기 기술의 핵심공정인 Electrolytic Reduction 기술

의 독자 인 개발  기술실증을 통해 제4세  원자로시스템의 조기 

실  가능

  본 과제에서 개발한 해환원기술은 PWR 사용후핵연료를 속으로 환

하고, 후속공정인 해정련단계에서 95% 이상 차지하고 있는 우라늄 속을 

폐기물로 회수함으로써, 처분 상 고 폐기물의 부피를 획기 으로 

감축할 수 있다. 2016년까지 공학규모의 pyroprocessing 공정개발을 통해 제

4세  원자로시스템의 조기 실 을 한 기술  지원  2040년경에 본격

으로 도입 정인 SFR 원자로시스템의 기노심 핵연료를 공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핵비확산성 요건을 만족하는 후행핵연료주기 기술완성을 통해 국

가 에 지 자립 기반마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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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처분 상 고 폐기물의 부피를 획기 으로 

감축시켜 처분의 안 성  경제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라늄 자원의 활용 극 화를 통한 환경 친화성  에 지 자립도 제

고에 기여

 □ 본 과제에서 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환원 속 환기술은      

PWR 사용후핵연료의 부피감용 기술로의 활용은 물론 2040년경에 도

입 정인 GEN-IV 원자로시스템의 조기실 에 기여

  본 과제에서 독자 으로 개발한 해환원기술은 LiCl-Li2O 용융염계에서 

PWR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과 Li2O의 해반응이 동시에 구 되는 반응 

메카니즘을 기 로 한 신개념의 기술로, 앞으로 이와 같은 원천기술(특허권)

의 확보를 통해 향후 핵확산 항성 차세 핵연료주기 기술의 확보에 큰 기

여를 할 것이다. 본 단계에서는 속 환율 99% 이상, 고 류 도  Li2O 

recycle 구 이 가능한 20 kgHM/batch 규모 실증용 해환원시스템의 성공

인 개발을 통해 2016년까지 “공학규모의 pyroprocessing 핵심공정 개발”의 

목표달성을 한 기반 구축은 물론 핵비확산성 차세 핵연료주기 기술자립

에 기 가 될 것이다. 한 단기 으로는 lab-scale(20 kgHM/batch) 해환

원 속 환시스템의 성능평가를 통해 확보된 scale-up 자료는 차기단계에서 

수행 정인 공학규모 해환원 속 환시스템 설계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본 기술은 원자력 분야이외에도 속산화물로부터 고부가가치 속

분말 제조분야에 직 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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