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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고도화 요소 기술 개발 

 ① TRU(/공존 원소)-AHA 간의 착물 안정화 상수 측정  TRU 환원속도 해석, 

AHA의 가수분해 속도  방사분해 안정성 평가, 다성분계 상 환원/착물 동

반 30% TBP/NDD-HNO3-AHA 계에서의 U/TRU의 상호분리 평가 (99.9% 

이상, 5단). 

 ② An(+3)/Ln(+3)의 고산도 공분리 (DMDBTDMA-DHOA)/NDD의 새로운 혼

합추출 계 개발과 다성분 계에서의 An(+3)/Ln(+3)의 공추출/역추출 기구 규

명, (DMDBTDMA-DHOA)/NDD의 방사분해 안정성 (105Gy 이하에서 안정) 

 방사선 조사 고산도 공분리 특성 평가.

 ③ CHN형의 nPr-BTP 합성, An(+3)의 선택  분리 (nPr-BTP)/nitrobenzene 

-HNO3 추출 계 개발  추출 특성 규명.

 ④ 희귀원소 분리 흡착능/침 능  선택성 평가, ACF/EIR 개질과 희귀원소 분

리 흡착평형/속도 규명, 희귀원소 분리 ACF/EIR 흡착 연계 시스템 구축  

연속식 회수 분리 실증 (Pd, Tc : 각각 순도 99% 이상).  

 ⑤ 매성 음극체 개발  질산염 환원분해 특성 평가, 불용성 양극체 제조  암

모니아 해 기구 규명, 연속식 질소 가스화 분해 장치 개발 (분해율 : 80%)

- 핵주기 용해 실 폐액(/수 ) 상 (TBP-TOA)/NDD에 의한 Tc/Np/U의 공분

리/순차분리와 (Zr-DEHPA)/NDD에 의한 (Am-Cm)/RE의 공분리/상호분리의 

용성 시험  각각의 분리계수 평가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방사화학 분리, 악틴족, 란탄족, 우라늄 원소, 

용매추출, 방사분해, 산화/환원, 침 /흡착, 해분해

  어

Partitioning, Actinide, Lanthanide, Transuranium, 

Solvent Extraction, Radiolysis, REDOX 

Precipitation/Adsorption, Electrolytic 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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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방사화학 분리기술 개발 

Ⅱ.  연 구 개 발 의  목   필요 성

     "방사화학 분리기술"은 처분 안 성 향상과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HLW로

부터 목  원소 (고방사성 독성 핵종, 고방열성 핵종, 유용원소 등)를 분리하려는 

것으로 최근에는 TRU 공분리, U  고방열성 핵종의 고순도 분리에 의한 HLW

의  화  자연 친화  소재 개발 등의 "분리 고도화"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처분 안 성 향상은 HLW을 구 처분한 후에도 장기간 방사능이 지속되므

로 고 방사성의 독성 핵종  고방열성 핵종을 미리 분리, 제거한다면 나머지 폐기

물은 방사성 독성 감소, HLW의 부피 감용  발열량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HLW의 취 이나 처분에 있어 훨씬 용이하고 비용도 렴하게 리할 수 

있다는 이다. 자원 재활용은 HLW에는 우라늄 원소 (TRU)와 방사선원/열원으

로서 사용 가능한 Cs  Sr, 그리고 부분의 화학 반응에 매로 사용되고 높은 

내부식성, 높은 용융   높은 기 도도의 특성을 갖고 있는 Tc-백 족 원소 

등 다양한 유용원소가 함유되어 있어 이를 고순도로 분리 정제 회수하여 공업소재, 

핵연료 등으로 재활용한 다는 이다. 상기 양 측면은 부존자원이 없고 유용 원소

(특히 백 족 원소)를 량 수입에 의존하고, 주 에 지원으로 원자력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 지 자립화 차원에서도 방사성폐기물 내 함유되어 있는 

방사성 핵종을 자유자재로 취 할 수 있고 이를 분리 정제할 수 있는 "방사화학 분

리기술"의 확보  이의 고도화는 필수 이며 자체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력

(know-how 등) 축 과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 

Ⅲ.  연 구 개 발 의  내 용   범

     본 연구의 2 단계 목표는 "방사화학 분리 고도화" 요소기술 개발과 핵주기 용

해 실 폐액(/수 )을 상으로 한 악틴족 원소 분리 개발기술의 용성 평가를 목

표로 수행하 다. 이때 TRU의 회수율은 99% 이상, Tc의 회수(순도)는 99%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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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설정하 으며, 연구 내용  범 는 다음과 같다.

 1. 분리 고도화 요소기술 개발 차원에서

  ① TRU의 산화 환원  착물(complex) 특성 시험 평가  TRU의 공분리 제거 

환원/착물 동반 시스템 구축과 환원/착물 동반 30% TBP/NDD 추출 계에서

의 TRU/U의 상호분리 기술 개발.

  ② 완  연소  고산도 용이 가능한 DMDBTDMA (dimethyl dibutyl tetra 

decyl malonic amide), DHOA (dihexyl octanamide) 합성과 새로운 An(+3) 

/Ln(+3)의 고산도 공분리 시스템 개발, 그리고 DMDBTDMA/DHOA/NDD 

(n-dodecane)의 방사분해 생성물 분석/안정성 평가  고산도 공분리 방사선 

조사 시험 평가.

  ③ 자연 친화  CHN의 BTP(bis-triazinyl pyridine) 유도체 합성과 An(+3)의 

선택  추출 계 개발  추출 특성 평가.

  ④ 희귀원소 흡착 분리  침  분리 시험 평가, 희귀원소 분리 최  혼합 시스

템 개발  연속식 회수분리 실증.

  ⑤ 질산성 질소 화합물 분해 매성 환원 음극체 개발, 암모니아성 질소 화합물 

분해 불용성/ 매성 산화물 양극체 제조, 질산성/암모니아성 질소 화합물의 질

소 가스화 분해 회분식/연속식 처리 장치 개발 등을 수행하 다.

 2. 핵주기 용해 실폐액(/수 ) 상 악틴족 원소 분리 개발기술의 용성 평가로는 

다성분 계 (22성분 함유)의 실제 농도 규모의 방사성 분 기하에서

  ① (TBP-TOA)/NDD 혼합 추출계에 의한 Tc/Np/U 공분리/순차분리

  ② (Zr-DEHPA)/NDD 속함유 추출계에 의한 (Am-Cm)/RE 공추출/상호분리

Ⅳ.  연 구 개 발  결 과

 1. 분리 고도화 요소기술 개발  

  ① TRU의 공분리 제거에서는 우선 TRU의 산화/환원  착화제 시험 평가를 

통하여 환원/착물 동반제로 AHA를 선정하 고, SQUAD 로그램을 이용하

여 TRU(/공존원소)-AHA 간의 착물 안정화 상수를 정량 으로 규명하 다. 

그리고 (TRU-AHA) 간의 환원  AHA의 가수분해 속도를 각각 해석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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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방사선량 8x10
3 

Gy 이상에서는 AHA의 방사분해로 불안정하 다. 한 

30% TBP/NDD-1M HNO3-xM AHA 계에서 U과 Tc은 공추출 되는데 반

하여 Np(+4)은 친수성 착물로, Np(+5)은 친수성으로, Np(+6)은 Np(+5)로 환

원하여 모든 Np이 추출되지 않으며, 기타 RE 원소, Zr, Fe, Mo 등 한 거의 

추출 되지 않아 TRU(/FP 함유)를  U 으로부터 공제거 시킬 수 있음을 알았

다. 특히 30% TBP/NDD-1M HNO3-0.4M AHA에서 U/TRU의 상호분리 

시 추출 단수 5단으로 99.99% 상호분리가 가능하 다. 

 ② An(+3)/Ln(+3)의 고산도 공분리 시스템 개발  방사선 조사 시험 평가에서는  

완  연소  고산도 취 의 DMDBTDMA를 합성하 으며, 제 3상 형성 방

지 An(+3)/Ln(+3) 고산도 공분리를 한 새로운 (DMDBTDMA-DHOA)/ 

NDD 추출 계를 개발하 다. (0.5M DMDBTDMA-0.5M DHOA)/NDD- 

0.3M oxalic acid-4.5M HNO3, O/A=2에서 Am은 80%, Eu, Nd, Ce 등의 

RE 원소는 70% 이상, Cs, Sr은 3% 이하, Mo, Ru은 12% 이하, Fe은 약 

69%가 공추출 되어, 추출 단수 4단 정도만 거치면 An(+3)/Ln(+3)이 99% 이

상 공추출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기상으로 공추출된 Am/RE의 역추출

은 질산 농도 0.5M에서 모두 95% 이상이 역추출 되어 별 문제가 없었다. 한

편 (DMDBTDMA-DHOA)/NDD-HNO3 추출 계는 방사선량 10
5 

Gy 이하에

서는 매우 안정하 으며, 추출율 한 2x106 Gy에서 다소 감소되지만 (5% 이

내) 큰 향은 없었다. 

 ③ An(+3)의 선택  분리에서는 우선 CHN의 nPr-BTP를 합성하여 nPr-BTP/ 

nitrobenzene의 선택  추출 계를 개발하 다. 0.1M nPr-BTP/nitrobenzene 

-1M HNO3, O/A=2에서 Am은 85%, Eu, Nd, Ce, Y 등의 RE 원소는 8% 

이하가 추출되어, An(+3)의 선택  추출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된

다. 그러나 Am의 역추출의 경우 0.05M 질산 용액으로 약 43%가 역추출 되

었으며, O/A=0.3에서도 65% 정도만이 역추출 되어 질산 이외의 다른 역추출

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④ 희귀원소 분리 시스템 개발에서는 희귀원소의 흡착 분리  침  분리를 평가

하 고, 흡착제로는 NaOH-ACF, EIR (Aliquat-336 함침 XAD-4)을 각각 

Pd과 Re의 최  흡착제로, 침 제로는 Ascorbic acid를 Pd의 최  침 제로  

선정하 다. 그리고 희귀원소 분리기술 흐름도 평가에서는 흡착/흡착 (Na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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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F/EIR) 연계 시스템이 침 /흡착 (ascorbic acid/EIR) 연계 시스템 보다 

분리도(순도) 측면에서 우수함을 확인하 다. 혼합성분 계 상 NaOH-ACF/ 

EIR 연계 흡착 시스템에 의한 희귀원소 회수 실증에서는 Pd  Tc의 과

(C/Co=0.01)가 각각 147 BV, 245 BV 이었으며, 질산에 의한 용리 시 

NaOH-ACF에서는 순도 99.5%의 Pd (회수율 96%)이, EIR에서는 순도 

99.5%의 Tc (회수율 93%)가 분리되었다.

 ⑤ 질산성 질소 화합물의 질소 가스화 분해 장치 개발에서는 Sn-modified Pt  

Platinized-Ti 음극체를 새로이 개발하 으며, 특히 Sn-modified Pt의 경우 

Sn-흡착 Pt  Sn- 착 Pt 극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평가하여 Sn-

착 Pt에서 약 66% 정도 질산염을 해 환원시켰다. 한편 암모니아성 질소 

화합물 분해에서는 매성/불용성의 IrO2의 양극체를 제조하여 pH에 따른 암

모니아 분해기구 규명  최  분해조건을 결정하 으며, 이때 질산염의 회분

식 분해율은 약 62.5% 정도 다. 그리고 분해율을 제고를 해 염소이온을 갖

는 연속식 층형 해 장치를 새로이 개발하여 암모니아의 분해율을 약 80% 

정도까지 향상시켰다. 

 2. 핵주기 용해 실폐액(/수 ) 상 악틴족 원소 분리 개발기술의 용성 평가

  ① (TBP-TOA)/NDD에 의한 Tc/Np/U의 공분리 경우 제 3상 방지  TBP, 

TOA, 질산 등이 공분리에 미치는 향 등을 평가하여 최  조건으로 (30% 

TBP-0.5% TOA)/NDD-1M HNO3 계를 선정하 다. 이때 추출율은 Tc 

(81%), Np (85%), U (93%), Am/RE 원소 (9% 이하) Pd (약 8%), 기타 원

소 (5% 이하)로 Tc/Np/U의 공분리 기술 용성은 매우 우수하 으나, Zr의 

선 제거 (약 99% 이상)가 요구된다. 그리고 공추출된 Tc/Np/U을 Tc (역추출

제 : 5M HNO3)→ Np 환원 (역추출제 : 0.1M AHA)→ U (역추출제 : 

0.01M HNO3)의 순으로 순차 분리하여 각각의 분리계수를 평가하 다. 

  ② (Zr-DEHPA)/NDD에 의한 (Am-Cm)/RE의 상호분리 경우는 Zr-DEHPA를 

자체 제조하여, 제 3상 방지와 Zr 함침량, DEHPA, 질산 등이 추출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여 최  조건으로 (15g/L Zr-1M DEHPA)/NDD-1M HNO3 

계를 설정하 다. 이때 추출율은 Am (81%), Cm (85%), RE 원소 (80% 이

상), Mo (98%), Fe (85%), U (98%), Np (73%), 기타 원소 (5% 이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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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Am-Cm)/RE의 공분리 용성은 양호하나, U, Np, Mo, Fe의 선제거가 

필요하고 특히 제 3상 형성 유발 물질인 Zr이 거의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그

리고 공추출된 (Am-Cm)/RE를 Am-Cm (역추출제 : 0.05M DTPA-1M 

Lactic acid-pH=3.6)→ RE(역추출제 : 5M HNO3) 순으로 상호 분리하여 각

각의 분리계수를 평가하 다. 

Ⅴ.  연 구 개 발  결 과의  활 용 계 획

     본 연구개발 결과는 방사성 핵종 (TRU, 고방열성 핵종, 처분환경 해 핵종 

등)의 분리 고도화 공정 (핵확산 항성 확보, 고순도 분리, 분리 상 핵종의 친화

도 제고, 자연 친화성 소재 개발, 2차 폐기물 발생량의 극 감화 등) 구성  개발

에 직 으로 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아미드 계열의 방

사분해 특성 자료는 실제 방사선 분 기 하에서 이루어지는 련 원자력 재료의 방

사분해 거동 분석의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자체 개발한 분리 장치 (다단 용매추출 

 시료채취 장치, 질소 가스화 분해 장치)  재료 (추출제, 이온교환제, 매성 환

원 음극, 불용성 산화물 양극 등) 등은 향후 소형화  효율화된 단  장치 설계, 

제작 기술과 이의 실용화에 응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균일  비균일 계에서의 고

방열성 핵종 제거 속도  동특성 모사 코드는 이온교환 충 탑에서의 속이온 분

리  연속 처리 실증 모사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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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 R O JE C T  T I T L E

     Development of radiochemical separation technology

Ⅱ.  O B JE C T I V E  A N D  I M P O R T A N C E  

     Radiochemical separation technology has been used for a partitioning 

of target elements such as TRU (transuranium : high radiotoxicity), heat- 

generating radionuclides and useful elements from high-level radioactive 

waste (HLW) for increasing disposal safety and recycle of latent resources. 

Advanced partitioning technologies, which a change of HLW into low-level 

radoactive waste (LLW) by removal of TRU and a high-purity separation 

of Uranium (U) and heat-generating elements and a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friendly material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are recently 

being developed. If TRU and heat-generating radionuclides are removed 

from HLW before final disposal of HLW, the radiotoxicity and volume of 

HLW could be greatly reduced, which could result in the safer and easier 

HLW management, and eventually help to improve safety of HLW disposal. 

In views of recycle for latent resources, HLW are contained some latently 

-useful elements such as TRU to be used as nuclear fuel material, and Cs 

and Sr to be used as heat and radioactive sources, and platinum group 

metals including Tc to be used as a catalyst for chemical reaction because 

of their properties of high melting point, good electric-conductivities and 

corrosion-resistances. If useful elements are separated and purified with 

high decontamination factors, their could be recycled as nuclear fuels 

and/or industrial materials. Korea (our country) which is very scant in 

natural resource, imports almost mineral resources from overseas and uses 

nuclear energy as a major national energy. Therefore, the technologies of 

radiochemical separation and advanced partitioning to dexterously tre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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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nuclides in the HLW and to separate and purify them, and the 

relevant know-how are necessary to be secured even for the purpose of 

self-supplying of national energy demand.

Ⅲ.  S C O P E  A N D  C O N T E N T S  O F  T H E  P R O JE C T

     This project of the second phase was aimed at the development of 

basic unit technologies for advanced partitioning, and the application tests 

of pre-developed partitioning technologies for the separation of actinides 

by using a simulated and multi-component radioactive waste containing 

Am, Np, Tc, U and so on. The goals for recovery yield of TRU and for 

purity of Tc are more than 99% and about 99%, respectively. The work 

scopes and contents of this project were as follows.    

1. For the development of basic unit technologies for advanced partitioning

 ① Evaluation of oxidation/reduction and complexation characteristics for 

TRU, and development of TRU co-separation system with a reduction- 

complexation and a mutual separation of U and TRU in a 30% 

TBP/NDD system with a reduction-complexation.

 ② Synthesis of DMDBTDMA (dimethyl dibutyltetradecyl malonamide) and 

DHOA (di hexyl octanamide) which were available in high acid media 

and completely incinerable and development of a new high acidity co- 

separation system for An(+3) and Ln(+3). Radiolytic evaluation of high  

acid co-separation for Am and RE, and determination of radiolysis 

products in a irradiated (DMDBTDMA-DHOA)/NDD system.

 ③ Synthesis of nPr-BTP derivatives of a environmentally-friendly CHN 

type, and development of a selective separation system for An(+3) and 

its evaluation.

 ④ Experimental assessment on the separation efficiencies between an 

adsorptive separation and a precipitative separation of noble metals.  

Development of hybrid system for the recovery of noble metals 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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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separation tests.

 ⑤ Developments of catalytic cathode for the destruction of N-NO3 

compound and of insoluble catalytic anode for the destruction of N-NH3 

compound and of batch and continuous system for the decompositions 

of N-NO3 and N-NH3 compounds to nitrogen gas.

2. For the application test of pre-developed partitioning technologies for 

the separation of actinide elements in a simulated multi-component 

solution equivalent to HLW level

 ① Co- and sequential separation of Tc, Np and U by using a mixed 

extraction system with (TBP-TOA)/NDD. 

 ② Co- and mutual separation of Am, Cm and RE by using a extraction 

system with (Zr-DEHPA)/NDD containing Zr metal ion.

Ⅳ.  R E S U L T S  O F  T H E  P R O JE C T

1. Development of basic unit technologies for advanced partitioning

 ① For the development of co-separation technology for TRU, AHA was 

chosen as a reduction-complexation agent through the evaluation tests, 

and the stability constants for complexation between TRU (or co- 

existent metal ion) and AHA were quantitatively elucidated by a 

SQUAD program. The rate of TRU reduction using a AHA and AHA 

hydrolysis rate were investigated. Radiolytic decomposition of AHA was 

occurred above 8x103 Gy. In the 30% TBP/NDD-1M HNO3-xM AHA 

system with a reduction-complexation, U and Tc were co-extracted. 

however, Np (representative of TRU) was not extracted because Np(+4) 

was formed as a hydrophilic complex, Np(+5) had been a hydrophilic 

property, and Np(+6) was reduced to Np(+5), respectively. The other 

elements such as RE, Zr, Fe, Mo were hardly extracted. So, it was 

found that the TRU could be removed from U. At the 30% TBP/ 

NDD-1M HNO3-0.4M AHA system, a mutual separation of U and 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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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reached 99.99% by a continuous extraction of 5 stages.

 ② For the development of high-acidity co-separation system of An(+3) 

and Ln(+3) and its radiolyic evaluation, DMDBTDMA having a property 

of completely incineration of CHON type was self-synthesized, and a 

new (DMDBTDMA-DHOA)/NDD extraction system for co-separation of 

An(+3) and Ln(+3) in high-acidity, which was prevented the formation 

of the third phase, was developed. At the (0.5M DMDBTDMA-0.5M 

DHOA)/NDD-0.3M oxalic acid-4.5M HNO3 and O/A=2, co-extraction 

yields of were 80% (Am), more than 70% (RE elements such as Eu, 

Nd, Ce etc), less than 3% (Cs and Sr), about 69% (Fe) and less than  

12% (Mo and Ru), respectively. It was found that co-extraction yields 

of An(+3) and Ln(+3) could be possible more than 99% by a continuous 

extraction with 4 stages. The other hand, Am and RE elements 

co-extracted were stripped more than 95% by a 0.5M nitric acid. From 

the results, a new extraction system developed for the co-separation of 

An(+3) and Ln(+3) was proved to be available. Besides, effect of 

irradiated-absorbed dose on (DMDBTDMA-DHOA)/NDD-HNO3 system 

was very stable in below 105 Gy. At 2x106 Gy, extraction yields of Am 

and RE were decreased about 5% than those of non-irradiated, their 

was tolerable level. It was conformed that (DMDBTDMA-DHOA)/NDD 

-HNO3 system was stable in environment of irradiation dose.

 ③ For the selective separation of An(+3), nPr-BTB of CHON type was 

self-synthesized and developed the nPr-BTB/nitrobenzene extraction 

system. At the 0.1M nPr-BTB/nitrobenzene-1M HNO3 and O/A=2, 

extraction yields of Am and RE elements (Eu, Nd, Ce, Y etc.) were 

85% and less than 8%, respectively. Thus, there was no problems in 

the selective extraction of An(+3). The stripping yield of Am with 

0.05M HNO3, however, was about 43% and the maximum stripping 

yield was 65% at O/A=0.3.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tripping 

system including the stripping agent instead of nitric aci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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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For development of a noble metal separation system, an experimental 

assessment on the adsorptive separation and the precipitative separation 

was performed. NaOH-ACF and EIR (XAD-4 resin impregnated with 

Aliquat 336) were confirmed to be the most effective adsorbents for Pd 

and Re, respectively, while ascorbic acid was determined to be the most 

effective precipitant for Pd. Through the flow-sheet assessment, a 

series operation of adsorption steps with NaOH-ACF and then with 

EIR was confirmed to be more effective than a series operation of a 

precipitation with ascorbic acid and then an adsorption with EIR. For 

the separation of noble metals from the mixed solution, breakthrough 

performances were evaluated by using the NaOH-ACF bed and the EIR 

bed, respectively. The breakthrough volumes of Pd and Tc, when 1% 

of the initial concentration was considered as a breakthrough point, 

were 147 BV and 245 BV, respectively. The saturated NaOH-ACF and 

EIR beds were eluted by using nitric acid solutions. As the results, Pd 

of 99.5% purity with 96% recovery and Tc of 99.5% purity with 93% 

recovery were recovered from the NaOH-ACF bed and the EIR bed, 

respectively. 

 ⑤ For the development of electrolytic decomposition devices of N-NO3 

compounds to nitrogen gas, platinized-Ti and Sn-modified Pt were 

newly developed. Especially, in the case of Sn-modified Pt, each 

characteristics of Sn-adsorbed Pt and Sn-deposited Pt electrode was 

evaluated. Nitrate of 66% in solution could be reduced by the Sn- 

deposited Pt. For the decomposition of N-NH3 compounds to nitrogen 

gas, a insoluble and catalytic anode was fabricated and the 

decomposition mechanism of ammonia according to the change of 

solution pH and the optimal condition was investigated and suggested. 

The decomposition yield of ammonia was about 62.5% in batch, and 

that reached 80% in a serious of multi-cell stacked electrolyze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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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plication test of pre-developed partitioning technologies for separation 

of actinide elements.

 ① For the co-extraction of Tc, Np and U by a (TBP-TOA)/NDD system, 

a optimal condition of (30% TBP-0.5% TOA)/NDD-1M HNO3 was 

selected taking into account of prevention of the 3rd phase and effects 

of concentration of TBP, TOA and nitric acid on the co-separation. In 

that condition, the extraction yields were 81% (Tc), 85% (Np), less 

than 9% (Am and RE), about 8% (Pd), and less than 5% (other 

elements) so that the system developed for the co-separation of Tc, 

Np and U was proved to be available. For that, however, more than 

99% of Zr was found to have to be pre-removed. The co-extracted 

Tc, Np and U were sequentially separated in an order of Tc (stripping 

agent : 5M HNO3) → Np by reductive stripping (reductive-stripping 

agent : 0.1M AHA) → U (stripping agent : 0.01M HNO3), and then 

their separation factors were evaluated.       

 ② For the mutual separation of (Am-Cm)/RE by a (Zr-DEHPA)/NDD 

system, firstly, Zr-DEHPA was self-synthesized and the optimal  

condition of (15g/L Zr-1M DEHPA)/NDD-1M HNO3) was selected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third phase, impregnant amount of Zr, 

and concentration of DEHAP and nitric acid, etc. In that condition, the 

extraction yields were 81% (Am), 85% (Cm), more than 80% (RE), 

98% (Mo), 85% (Fe), 98% (U), 73% (Np), and less than 5% (other 

elements) so that the system developed for the co-separation of 

(Am-Cm)/RE was proved to be available. For that, however, U, Np, 

Mo and Fe was elucidated to have to be removed in advance, and Zr 

inducing the third phase formation was found to have to not be 

included. The co-extracted (Am-Cm)/RE were sequentially separated 

in an order of Am and Cm (stripping agent : 0.05 M DTPA-1M Lactic 

acid of pH=3.6) → RE (stripping agent : 5M HNO3), and then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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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ion factors were evaluated.

Ⅴ.  A P P L I C A T I O N  P L A N  O F  T H E  R E S U L T S

     All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project could be applied to  develope 

an advanced partitioning process of radionuclides such as TRU, heat- 

generating elements, disposal environmentally-detrimental elements, which 

has to have characteristics such as proliferation-resistance, high-purity 

separation, usage of environmental-friendly materials, and minimization of 

secondary waste generation. The characteristics data of radiolytic 

decomposition of amide(mono- /di- ) substances could be used to evaluate 

the decomposition behavior of nuclear materials used under actual 

radioactive atmosphere. The self-developed separation equipments (multi- 

stage extractor and sampler, electrolyzer for gasification of nitrogen 

compounds) and materials (extractant, ion-exchangers, catalytic cathode, 

dimensionally-stable anode, etc) also could be used for design, fabrication, 

and application of compact and effective unit devices in the future. 

Besides, the program code developed to simulate kinetics and dynamic 

behaviors of heat-generating elements in homogeneous and heterogenous 

systems within ion-exchanger (/adsorbents), could be utilized to simulate 

continuous separations of nuclide metal ions by an ion-exchange column 

under the actual radioactiv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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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연구 개발 필요성

     1. 기술  측면

        방사성 폐기물로부터 방사성핵종 (고방사성 독성 핵종, 고방열성 핵종, 유

용원소 등)을 분리하는 "방사화학 분리기술"은 일반 으로 분리 상 핵종의 친화력

을 증진시키거나 는 다른 핵종에 비해 상 으로 친화력을 떨어뜨려 분리도를 

향상시킨다. 용 기술로는 다양한 유기 추출제에 의한 용매 추출법, 이온교환 흡착

제 사이의 화학  포텐샬 차를 이용하는 이온교환/흡착법, 용해도 차를 이용하는 

침 /결정화법 등의 화학  방법과 기 화화  포텐샬 차를 이용하는 기 화학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  어느 한 방법만으로는 분리 효율

의 한계가 있어 부분이 용매 추출법을 근간으로 상기 방법을 히 조합하여 수

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방사성 독성의 TRU (Transuranium)를 공분리 시키는 시스템 개발

이나 사용후 핵연료 (SF : spent fuel)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U (uranium)  

고방열성 핵종의 고순도 분리기술, 친환경 분해가 가능한 CHN/CHON의 추출제 

개발, REDOX (reduction and oxidation)/착물 (complex)을 동반시키는 REDOX 

착화제 개발, 는 2차 폐기물의 부피 감화 salt-free 분해기술 등을 개발하여 공

정을 단순화시키고, 분리효율을 향상시켜 경쟁력과 경제성을 갖춘 "방사화학 분리

고도화 (Advanced Aqueous Process)"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 기술은 

재 미국, 랑스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 모두가 "핵연료 주기 기술"의 주 공정 기

술로 채택하여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개발 공정으로는 핵확산에 항성을 갖

기 하여 Pu을 단독으로 분리하지 않고 다른 An (Actinide)나 FP (Fission 

product)와 함께 공분리하는 UREX (Uranium extraction), GANEX (Grouped 

actinide extraction), COEX (Co-extraction), NEXT (Next extraction system 

for TRU recovery) 등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이에 한 기술 수 은 세계 으

로도 아직은 공정 개발 단계로 실험실 규모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UREX나 

COEX 등은 pilot나 상용화 규모로 추진을 도모하고 있어 멀지 않은 미래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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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폐기물 (HLW : high level radioactive waste)이나 사용후 핵연료 리

의 궁극 인 해결책으로 제안될 망이다. 그러므로 원자력을 주 에 지원으로 이

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인 기술 개발 흐름에 발맞추고, 후행 핵연료 

주기 련 기반기술의 확립  에 지 자립화 차원에서 방사성폐기물 내 함유되어 

있는 방사성 핵종을 자유자재로 취 할 수 있고 이를 분리/정제할 수 있는 "방사화

학 분리기술"  "분리 고도화 기술"의 확보는 필수 이며,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력 (know-how 등) 축 과 연구 개발이 꼭 필요한 분야이다. 

     2. 경제·산업  측면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처분 시 TRU는 방사성 독성, 장 반감기성  지하

에서의 핵종 이동성 등으로 지구 환경에 가장 나쁜 향을 미치는 원소 들이다. 그

러므로 이를 미리 분리시켜 별도로 리하거나 소멸처리를 할 수 있다면 처분 리

기간을 폭 단축시키거나, HLW의 부피 감화  처분 공간의 감소 등으로 경제, 

산업 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기 된다. 

  이외에도 방사화학 분리 과정에서 부수 으로 얻어지는 유용 핵종 (Lanthanide, 

Cs/Sr, 백 족 원소 등)들은 공업 소재로서의 가치가 클 것으로 망되며 경제  

가치 면에서 볼 때 미래에는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주산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측된다. Cs-137은 Co-60 보다 더 좋은 감마선원으로, 하수 오염 slurry의 살균, 

식품조사, 수  측정 등에 직  활용되며, Sr-90은 열 에 지원  원자력 지의 

원료로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Ln (Lanthanide)는 발 제, 연마제 외 학유리, 

세라믹, 이 , 반도체 등 기능성 첨단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략  물질로 리하고 있는 백 족 원소 (Tc 포함)는 자동차공업, 유리공업, 석

유화학공업, 기공업 등에서의 화학반응 매로, 는 높은 기 도성, 우수한 내

부식성  높은 융 을 요구하는 물질 제조에 이용할 수 있어 유용 핵종의 활용 극

화  폐기물의 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백 족 원소의 

 소요량을 매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방사화학 분리기술에 의한 유용 원소 회수

기술이 확보된다면 경제 산업  측면에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망된다.

     3. 사회·문화  측면

        체 에 지원이 아직 불투명하고 이의 개발이 요원한  시 에서 원자력 



- 49 -

에 지의 요성이 한층 증 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은 고유의 방사성 물질

의 동반과 방사성 폐기물 (SF  HLW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일반 들에 

오감을 유발시키고 기피의 상이 되고 있다. 더구나 방사성 폐기물을 구 처분 

한 후에도 그 방사능이 수천 년 이상 지속되어 지구 환경에 한 불안감을 증폭시

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안 성에 바탕을 둔 원자력 기

술의 발 과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안 성을 실증해 보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처분 안 성(/처분 부지능 확  등) 향상과 자원의 재활용을 목 으로 방사성 폐기

물로부터 고방사성 독성의 TRU, 고방열성 핵종, 유용원소 등을 분리하는 "방사화

학 분리기술"은 단히 주요한 기술이다. 만약 이 기술을 통하여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처분 시 문제가 되는 핵종을 미리 제거(/회수)할 수 있다면 우선 처분 안 성

을 향상시켜 자연환경 보 에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분리된 핵종을 소멸처

리 시킴으로써 방사성 폐기물의 독성을 경감화 하거나 무해화 시켜 근원 으로 해

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방사성 폐기물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물질 (핵연료 

물질 는 유용 핵종 등)을 회수 해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방사성 폐기물에 한 

국민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구  체의 원자력에 한 정 인 공감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원자력을 주 에 지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에 한 국민의 

인 호응과 청정 에 지원으로서의 공감 를 형성하기 해서는 방사성 폐기

물의 문제는 우선 으로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이며, 이런 에서 볼 때 "방사화

학 분리기술"의 개발  기술 확보는 매우 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제 2   연구 목 표  범

           재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HLW (SF 포함) 내 함유된 우라늄(U)과 고

방사성 독성의 TRU, 고방열성 핵종 (Cs, Sr)  처분환경 해핵종 (Np, Tc) 등

을 고순도로 제거하여 방사성 해도 감화  고 폐기물의 화 더 나아

가서는 재순환 까지를 목 으로 "방사화학 분리 고도화" 공정 개발을 "핵연료 주기 

기술 개발"의 주 연구 방향으로 결정하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 한 

이에 발맞추고 국내 기술 수 과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 고도화"의  공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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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요소기술 개발과 핵주기 용해 실 폐액(/수 )을 상으로 한 악틴족 원소의 

분리 기술 용성 평가를 목표로 수행하 다. 이때 TRU의 회수율은 99% 이상, 

Tc의 회수(순도)는 99%로 각각 설정하 다. 

  연구 범 로는 우선 분리 고도화 요소기술 개발 차원에서 ① 핵확산에 보다 항

성을 유지하기 한 TRU 공분리 제거에 있어서는 TRU의 REDOX/착물 특성 시

험  평가를 통한 TRU의 공제거 환원/착물 동반 시스템 구축과 30% TBP/NDD 

추출 계에서의 TRU/U의 상호분리 기술 개발, ② An(+3) 분리 핵종의 친화도/선

택성 제고  2차 폐기물 감화 에서 사용후 완  연소  고산도 용이 가

능한 CHON 형의 다이아미드/모노아미드 추출제 합성과 An(+3)/Ln(+3)의 고산도 

공분리 시스템을 개발, DMDBTDMA (dimethyl dibutyl tetradecyl malonic 

amide), DHOA (dihexyl octanamide), NDD (n-dodecane)의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방사분해 생성물 분석/안정성 평가  방사선 조사시험 평가, ③ 친환경  

CHN 형의 BTP (bis-triazinyl pyridine) 유도체 합성, 그리고 An(+3)의 선택  

추출 계 개발  추출 특성 평가, ④ 희귀원소 분리 이온교환 흡착능  침 능의 

시험 평가를 통한 희귀원소 분리 최  혼합 시스템 개발  희귀원소의 연속식 회

수분리 실증, ⑤ 제 2차 폐기물의 salt-free 분해 기술 개발 에서 질산성 질소 

화합물 분해 매성 환원 음극체 개발, 암모니아성 질소 화합물 분해 불용성/ 매

성 산화물 양극체 제조, 질산성/암모니아성 질소 화합물의 질소 가스화 분해 연속

식 처리 장치 개발 등을 수행하 다. 다음으로는 핵주기 용해 실 폐액(/수 ) 상 

악틴족 원소의 분리 용성 평가로 다성분 계 (22성분 함유)의 실제 농도 규모의 

방사성 분 기하에서 제 1단계에서 개발한 TBP (tributyl phosphate)와 TOA 

(n-trioctyl amine)의 혼합 추출 계인 (TBP-TOA)/NDD에 의한 Tc/Np/U의 순

차분리와 Zr 속 함유 DEHPA (di-ethylhexyl phosphoric acid) 추출 계인 

(Zr-DEHPA)/NDD에 의한 (Am-Cm)/RE의 상호 분리를 수행하여 악틴족 원소 

분리에 기 개발 기술의 용 타당성을 평가하 다. 이외에도 자연 친화  An(+3)/ 

Ln(+3)의 공추출제인 TODGA (tetraoctyl diglycolic amide) 합성, An(+6)의 선

택  추출제인 D2EHBA (di-2 ethylhexyl butan amide)  상 보조제 기능을 유

지하고 있는 DHOA 합성 등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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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 개발 황 

             지 까지의 습식 분리기술 개발은 사용후핵연료 (SF : spent fuel)로

부터 U/Pu를 상호 분리하는 PUREX (Plutonium and Uranium Extraction)를 기

본 공정으로, Np/Tc의 분리 효율을 증진시키거나 는 MA (Minor Actinide : 

Am, Cm, Np 등), 고방열성 핵종  기타 장수명 이원소 (LLFP : Long Lived 

Fission Product : Tc-99, Se-79, Zr-93, Pd-107, Sn-126 등)를 분리하려는 연

구로 확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PUREX가 핵확산에 한 항성이 약해 최근에

는 PUREX를 체하는 즉, Pu을 단독으로 분리하지 않고 MA나 FP (Fission 

Product)과 함께 는 악틴족 원소 (An : Actinide)를 모두 한 군(group)으로 묶

어 공분리하는 습식분리 고도화 공정 (AAP : Advanced Aqueous Process) 개발 

연구가 미국, 랑스,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을 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AAP의 기본 개념은 고 폐기물(HLW : High-Level radioactive Waste, SF 

포함) 내 함유된 U과 고방사성 독성 (high radiotoxicity)의 TRU (Transuranium 

: Pu, MA 등), 고방열성 핵종 (Cs, Sr, Ba 등)  처분 환경 해 핵종 (Np-237, 

Tc-99, I-129 등) 등을 고효율/고순도로 제거하여 방사성 해도의 극 감화  

HLW의 화를 목 으로 두고 있으며, 궁극 으로는 HLW의 발생량 감소로 

HLW의 처분 부지 이용율 극 화  이로 인한 처분 비용의 감화를 통한 원자력 

에 지의 안정  공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자 한다. Table 2-1은 AAP의 개념

에 입각한 분리 상 원소들을 요약한 것이다.

  상업용 원자로에서 연소 후 배출되는 SF ( 는 HLW)의 조성비는 핵연료 형태, 

연소도, 냉각기간 등에 따라 다르며, 통상 LWR (Light Water Reactor)의 핵연료

는 U-235가 3.4～4.1% 농축된 UOx를 이용하고 있다. Table 2-2는 U의 농축도 

3.3%, 연소도 33,000MWD/MT, 10년 냉각 시 LWR의 SF 1톤에 존재하고 있는 

각 원소의 존재량과 조성비(wt %)로서 U이 약 95～96%, TRU가 1%, FP가 3～

4%로 존재하며, FP 에는 란탄족 원소 (Ln : Lanthanide), Cs/Sr, 장수명의 

이원소, 백 족 원소 (PGM : Platinum group metals) 등이 함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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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Separating target elements with AAP concept.

분리 상 원소

고 방사성 독성
Pu-238, Pu-239, Pu-241, Am-241, Cm-244

Sr-90, Cs-134, Cs-137, Y-90

고 방열성 
Pu-238, Am-241, Cm-244

Sr-90, Cs-134, Cs-137, Ba-137m/Y-90 붕괴

처분환경 해 

(Off-Site Dose Risk)
Tc-99, I-127, Np-237, Am-241

Table 2-2. Chemical compositions of spent fuel.

원 소
존재 량

(SF 1톤 기 )

존재 비

(wt %)
비고

An

(Actinide)

U 956.1 Kg 95.6 %

TRU

Pu 8.6 Kg 0.9 % (Pu-239 : 5.0 Kg)

MA

Np-237 0.5 Kg

0.1 %Am 0.6 Kg

Cm 0.02 Kg

FP 34.1 Kg 3.4 %

  FP (Fission Product)
존재 량

(SF 1톤 기 )

존재 비

(wt %)
비고

  Ln (Lanthanide) 10.2 Kg 1.0 %

Cs/Sr
Cs 2.4 Kg

0.3 %

(Cs-137 : 0.94 Kg)

(Cs-135 : 0.35 Kg)

Sr 0.8 Kg (Sr-90 : 0.43 Kg)

LLFP

I-129 0.2 Kg

0.5 %
Tc-99 0.8 Kg (Se-79 : 0.006 Kg)

Se (Se-79 등) 0.06 Kg (Zr-93 : 0.73 Kg)

Zr (Zr-93 등) 3.6 Kg

Mo 3.3 Kg 0.3 %

PGM

Ru 2.2 Kg

0.4 %Rh 0.5 Kg

Pd 1.3 Kg

기 타 8.7 Kg 0.9 %

 



- 53 -

  그리고 SF를 상업용 재처리 시설( 랑스의 UP3 등, PUREX 용)에서 재처리

하면 통상 1.1% 이상의 U-235가 함유된 상태로 U의 99.9%  Pu의 99.9%가 각

각 분리 회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때 미분리 된 미량의 잔여 U/Pu과 나

머지 부분의 원소들은 용해 단계에서 불용해 잔사로 남아있는 일부 몇몇 원소를 

제외하고 모두 추잔상(raffinate)에 존재하는데 이를 HLW라고 통칭한다. 이의 발

생량은 PUREX의 조업 조건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보통 SF 1톤 당 3,000～

4,000L 정도이며, 궁극 으로는 이를 농축, 화하여 약 500L 이하의 고  농축 

폐액으로 만든다. Table 2-3은 고  농축 폐액에 함유되어 있는 원소들의 화학

 조성, 반감기(half life)  주요 이용법의 일 이다. 이때 가정은 SF 1톤을 기

으로 OREGEN-Ⅱ코드 사용, PWR 연료, 냉각기간은 5년, U 농축도는 3.3%, 연

소도는 33,000MWd/MT로 하 다. 

Table 2-3. Chemical and rad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HLW.

핵종 반감기
농도,

 (M)

생성량
주 이용법

(g)    (Ci) (W)

핵연

료

물질

U-235

236

7.1×10
8년

4.5×109년
0.0076

Pu-239

241

2.4×10
4년

14.4년
0.00095

MA

Np-237

Np

2.1×106년

0.0015

444

444

0.31

16.3

9.6x10-3

0.048

- 성자 조사에 의해 Pu-238 

환용 에 지원

Am-241

-243

Am

432년

7.4×10
3년

0.0012

289

80

369

993

16

1023

33.0

0.51

33.5

- 화재감지기, 

- (α, n)에 의한 성자원

Cm-242

244

245

Cm

162.8일

18.1년

8.5×10
3년

0.00025

7.3x10
-3

17.9

0.76

19.1

24.1

1450

0.13

1490

0.88

50.7

4.3x10
-3

52.2

- 비발열량이 Pu-238보다 높은 

에 지원

- Cf-252 제조용 표  소형 

원자로 핵연료

Cs/Sr

Sr-90

Sr

28.8년

0.0165

447

830

6.5x10
4

6.5x104

75.5

75.5

- 열 에 지원

Cs-137

Cs-135

Cs

30.2년

2.3×10
6년

0.0371

1059 

354

2563

9.2x104

0.41

1.2x105

102

1.4x10-4

379

- γ선 조사용 선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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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반감기
농도,

 (M)

생성량
주 이용법

(g)    (Ci) (W)

RE

La-138

La

1.3×1011년

0.0147

5.8x10-3

1218

-

-

-

-

- 학유리, 세라믹 콘덴서, 

고온 도체

Ce-142

Ce

1.1×1011년

0.0330

1127

2362

2.7x10-5

1.2x104

-

8.2

- 유리 연마제/탈색제, 내화물/ 

학유리 첨가제

Pr 0.0137 1118 1.2x10
4 90.8 - 안료 (황색 타이루용), 매

Nd-144

Nd

2.1×10
15년

0.0434

1321

4034

1.5x10-9

1.5x10-9

-

-

- 유리착색용 첨가제, 세라믹 

콘덴서, 이

Pm 0.0012 38 3.5x10
4 12.7 - β선원 (Pm-147)

Sm 0.0086 766 311.3 0.036 - 세라믹 콘덴서, 매

Eu 0.0019 137 9873 62.8
- 색 형 체(CCTV,형 체), 

원자로 제어재

Gd 0.0010 105 0.26 2.4x10
-4
- 원자로 제어재, 자기, X선 

감지 종이

Y 0.0084 461 6.5x10
4 361

- 색 형 체(CCTV), 학 

유리, 내열 합

Tc-

PGM

Tc-99

Tc

2.1×10
5년

0.015

771

771 

13.1

13.1

6.6x10-3

6.6x10-3

- 내부식성 강재, 매, 도 

소재

 Ru  0.034 2167 1.6x10
4 0.96 - 매, 귀 속, 극재료

 Rh 0.008 461 1.6x10
4 155 - 매, 유리섬유

Pd-107

 Pd

6.5×10
6년

0.018

212

1339

0.11

0.11

6.4x10-6

8.2x10-5
- 매

기타

FP

Fe 0.038

Cr 0.009

Ni 0.006

Al 0.0008

Na 0.076

Mo 0.069 3339 - -
- 유리  소재, 구조용합 강, 

내열재료

Ba 0.021 1600 8.7x10
4 342

Sn-126

Sn

1.0×105년

0.0005

27

87

0.77

2.33

9.6x10-4

2.5x10-3

Zr-93

Zr

1.5×106년

0.069

728

3590

1.82

1.82

2.1x10-4

2.3x10-4

- 연마재, 자재료, 요업안료, 

유리 첨가재

Ag 0.0009

Cd 0.0009

Te 0.0068

Se-79

Se

6.5×104년

0.0006

6

57

4.1x10-4

4.1x10-4

1.0x10-4

1.0x10-4

NO3
- 3.0

PO4
3- 0.0023

SiO3
2- 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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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국외 기술 개발 황 

    1. 미 국

       미국은 군사용 재처리에서 발생한 HLW 는 α-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

켜 이에 따른 처분비용을 감화 시키는 차원에서 TRU를 분리하는 TRUEX 

(Transuranium Extraction)가 ANL에 의해 제안되었고, DtBuCH 18-C-6(di 

tertiary butyldicyclohexano-18-crown-6)에 의한 Sr 분리인 SREX(Strontium 

Extraction)와 Cs, Tc의 분리가 첨가하는 공정 개발 연구가 함께 추진되었다. 

  그러다가 2003년에 미국의 DOE(Department of Energy)가 국회에 HLW의 방

사성 독성 제거  자연 환경/인간 생태계 출에 방사능 제거 등을 통한 HLW의 

부피 감용으로 처분 비용의 감소와 SF에 들어있는 에 지 자원의 회수/활용  자

연 친화  핵비확산성 공정 개발 (TRU 공분리) 등을 목 으로 AFCI(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의 Series 1～2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핵연료 

주기의 기술 고도화 연구는 국제 력을 통하여 개발한다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2003년에 발표한 AFCI의 기술 개발 단계에 소요되는 기간  상용화에 용되는 

시간을 각각 연장한 새로운 AFCI Phase 0～4의 계획을 발표하 고, 2005년도에

는 이를 다시 재조정 보완하여 Table 2-4와 같이 발표하 다. 

  단기 계획(Phase 1 : ～2015년)으로는 HLW의 분리/ 리 기술로서 SF 내 약 

96% 정도 함유된 U과 고방열성 핵종을 "C" 의 폐기물 (LLW : Low- 

Level Waste)로 간주하여 처분할 수 있는 수 으로 즉, 고순도 (99.9% 이상)로 분

리 정제하여 HLW의 량을 폭 으로 감화 시켜 처분 부지의 이용율을 극 화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able 2-5는 Yucca Mountain 처분장의 경우 TRU

의 분리 회수율에 따른 처분 부지의 이용 율이다. 만약 Pu, Am, Cs, Sr의 4핵종 

모두를 99.9%로 제거할 수 있다면 처분 부지 이용율을 약 60배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장기 계획(Phase 2～3 : ～2050년)으로는 LWR 

는 ALWR (Advanced Light Water Reactor)에 의한 Pu, Np 등의 핵연료 물질 

재순환, 더 나아가서는 FR (Fast Reactor) 등에 의한 U, TRU의 재순환과 Gen 

Ⅳ 원자로(Phase 4 : ～2100년) 활용  재순환이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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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Strategic plan of AFCI in each phase. 

단계(phase)  목 표   략 

0 ～'10  o 비순환 핵연료 주기  SF

o 모두 ⇒ 습식/건식 임시 장

o 최종 으로는 직  처분 ⇒ 구 

처분

1 ～'15

 o 고 폐기물의 리 

   -HLW 처분부지 이용율 

확  

   -원자력에 지의 안정  

공

U
o 고순도 분리 후 LLW로 간주 ⇒ 

처분

Cs/Sr o 추출 분리 후 ⇒ 감쇠 장

TRU/FP o HLW로 간주 ⇒ 장  

2 ～'25

 o TRU의 thermal recycle 

(LWR/ALWR)

   -MOX(Pu, Np 등) 연료 

U
o 고순도 분리 후 LLW로 간주 ⇒ 

처분

Cs/Sr o 추출 분리 후 ⇒ 감쇠 장

TRU
o Pu, Np 등을 선택 으로 분리 

회수한 후 ⇒ 열 성자로 재순환 

MA/FP o HLW로 간주  ⇒ 장

3 ～'50

 o TRU의 핵변환(FR)

   -처분장의 장기 열부하량 

감소 

U o 분리회수 후 ⇒ 재활용/임시 장

Cs/Sr o 추출 분리 후 ⇒ 감쇠 장

TRU
o Am, Cm 등을  분리 회수 후 

  ⇒ ABR에서 핵변환

FP o HLW 간주  ⇒ 장

4
～

2100

 o Gen-IV 원자로의 closed 

핵연료주기 

U o 분리회수 후 ⇒ Gen-IV 재활용

Cs/Sr o 추출 분리 후 ⇒ 감쇠 장

TRU o 분리회수 후 ⇒ Gen-IV 재순환

Table 2-5. Increase of repository capacity (Yucca Mt. Repository) 

TRU 회수율 

90% 99% 99.9%

Pu, Am 만 제거 x 2.1 x 3.2 x 3.4

Pu, Am, Cs, Sr 제거

 (Cs/Sr 회수율 : 99.9%)
x 3.0 x 20 x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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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1～3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공정은 UREX+(Uranium Extraction plus)로 

각 단계별 개념은 Fig. 2-1과 같으며, 최근에는 UREX+1a와  UREX+4 까지 확

되고 있다. UREX+1a  UREX+4의 특징은 각각 UREX+1이 TRU와 Ln(+3)을 

공분리 하는데 반하여 UREX+1a는 TRU와 Ln(+3)를 상호분리 한다는 과 

UREX+3에서는 Am, Cm 등 An(+3)를 공분리하는 데 반하여 UREX+4는 Am과 

Cm을 상호분리 한다는 이다. 

  Fig. 2-2는 UREX+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공정 흐름도의 일례이다. 우선 ① 

산도 질산 매질에서 TBP (tributyl phosphate)에 의한 고순도 U 분리 (Tc의 분

리 포함)가 주목 인 UREX, ② PTFMS (phenyl trifluoromethyl sulfone) 희석

제에 Cs의 추출제로 CCD(chlorinated cobalt di carbollide)와 Sr 추출제로 PEG 

(polyethylene glycol)를 서로 혼합시킨 용매에 의해 Cs/Sr를 공분리 하려는 CCD 

/PEG, ③ 고산도 질산 매질에서 TBP에 의해 Pu/Np을 공분리 하려는 NPEX 

(Neptunium and Plutonium Extraction), ④ CMPO (n-octyl (phenyl)-N,N-di 

isobutylcarbamoylmethyl phosphine oxide)/TBP 혼합 용매에 의해 An(+3)/ 

Ln(+3)를 공분리 하는 TRUEX, ⑤ 희석제 NDD (n-dodecane)로 고순도 Cyanex 

301 (bis-2,2,4-trimethylpenyldithio phosphinic acid)과 TBP (상보조제로 첨가)

의 혼합 용매에 의해 An(+3)만을 선택 으로 추출 분리하려는 SANEX (Selective 

Actinide Extraction)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외에도 2006년 2월에는 미국의 화석연료 해외 의존도 감소, 새로운 핵확산 

항성 기술을 이용한 핵연료 재순환 기술 개발, 세계 청정화  경제 성장 기여, 핵

확산 험을 이기 한 최신 기술 활용 등을 목표로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를 발표하여 UREX+의 공학규모 실증을 한 ESD 

(Engineering Scale Demonstration) 시설을 2011년경에 완성하고, AFCF 

(Advanced Fuel Cycle Facility)는 2016년경에 건설하며, 2023경에는 ABTR 

(Advanced Burner Test Reactor)의 운  개시를 계획하 다. 그러나 2006년 8월

에는 GNEP을 두 단계(Track 1, Track 2)로 나 어 Track 1에서는 상업화 목표

를 2020년경으로 앞당겨 상용화 규모의 CFTC(Consolidated Fuel Treatment 

Center)와 ABR(Advanced Burner Reactor) 등에 한 기업의 참가의사 표명

(expression of interest) 설명회(notice of request)를 개최하 다. 특징으로는 향

후 개발될 선진 기술보다는 이미 실증된 기술 용을 강조한 이다. 한편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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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UREX+ process concept proposed by AF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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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Flow diagram of UREX+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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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서는 당 의 계획 로 장기 인 연구 개발의 필요한 소멸처리용 핵연료 주기 

선진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Table 2-6은 AFCI에서 설정한 분리 상 핵종을 열 성자로에 의한 재순환

(thermal recycle)과 FR 재순환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 요구되는 회수율과 정

제도로서, 개발 공정의 선정  평가 기 이다. 

Table 2-6. Preliminary separation criteria for the process evaluation and  

selection.

상 핵종
핵연료물질 재순환

(LWR, ALWR)

U/TRU 재순환

(FR)

회수율,

(%)

U 90 90

Pu/Np 99 99

Am/Cm 99.5 99.5

Cs/Sr 97 97

Tc, I 95 95

정제도,

(%)

U 99.9
*
,  99.97

**
99

Pu/Np 99.5 97

Am/Cm 97

Cs/Sr < 100nCi TRU/g * < 100nCi TRU/g *

 * : "C" class waste(10 CFR 61.55),   ** : 우라늄 재농축,  

  U의 경우 회수율은 90%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이를 10-CFR-61.55에 의거 

LLW로 간주하여 처분하기 해서는 TRU 1g 당 100nCi 이하(<100nCi/g-TRU)

로 유지되어야 하고, 특히 Pu에 한 제염계수가 10
5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99.9% 

이상의 고순도 분리가 요구되고 있다. 만약 U을 재농축하여 핵연료로 재순환할 경

우에는 ASTM C-788-98에 의거 U의 정제도를 훨씬 더 증가시켜야 한다. 

  반면에 처분환경 해 핵종인 Tc의 경우는 해도를 1/20 정도로 감소시키기 

해서는 약 95% 이상 회수되어야 하며, 이를 소멸처리 시킬 경우 Tc 1g 당 핵분열

성(fertile) An가 16㎍ 이하(<16㎍ 핵분열성 Ans/g-Tc)가 함유되어야 한다. I 

(Iodine)의 경우 한 Tc과 같이 처분 환경 해도를 1/20 정도로 감소시키기 

해서는 약 95% 이상 회수하여야 하며, 소멸처리의 경우 I (Iodine) 1g 당 핵분열

성 An가 4㎍ 이하(<4㎍ 핵분열성 An/g-I)가 함유되어야 한다. 한편 모든 F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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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열 부하량 (loading capacity)과 거의 동일한 열 부하량을 가지고 있는 Cs  

Sr의 경우 회수율은 약 97%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제도는 이를 우선 감쇠 

장 (decay storage)한 후 최종 으로 LLW로 처분하기 해서는 TRU 1g 당 

100nCi (<100nCi/g-TRU)가 유지되는 99.9% 이상의 고순도 분리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방사성 독성 핵종인 Pu과 Np은 99% 이상 회수되어야 하며, 이를 

MOX 핵연료로 사용할 시 ASTM C-833-01에 의거 99% 이상의 정제도를 유지

해야 한다. 그리고 Am과 Cm은 처분 시 열 부하량을 1/100로 감소시키기 해서 

99.5% 이상이 회수되어야 하며, 모든 TRU를 FR에 재순환 할 경우 Am-Cm의 생

성물에 TRU 1g 당 20mg Ln(+3) 이하 (<20mg Ln(+3)/g-TRU)로 함유되어야하

므로 정제도는 97% 정도가 요구된다. 

  UREX+ 외에 분리도를 향상 시키는 연구로는 U의 정제도 측면에서 추출성을 향

상시키기 한 U/Pu/Np의 산화 공추출, An(+6)의 감압 침 /결정화, Carbonate

에 기 한 침 분리 시스템 구축과 한 공정 흐름 내에서의 TRU군을 공분리 하는 

연구 등이 AAP 연구로 추진되고 있다.

  U/Pu/Np의 산화 공추출은 재 UREX에서 용하는 Pu/Np의 환원추출의 안

으로 일본의 NEXT, PARC 등과 비슷한 개념이며, 핵확산에 한 항성을 강화

하기 하여 U, Pu의 상호분리 시 우선 Pu을 MOX (mixed oxide) 핵연료 성형가

공의 혼합기 으로 U과 공분리하여 이를 직  MOX로 변환 가공시키고, 나머지 U

은 따로 분리하여 정제하는 기술 개발로 연구 방향을 잡고 있으나 아직 이에 한 

연구는 활발히 수행되지 않고 있다. 

  U의 감압 (0.3 psia) 침 /결정화는 UREX에 주입하기 에 U (SF의 약 96 wt 

% 함유)을 상당량 미리 분리하여 UREX에서의 U의 분리 부담을 경감 시켜주어 U 

분리의 최 화를 도모하며, 특히 부수 인 추출제나 시약의 첨가 없이 온도 차이만

으로 U의 분리를 수행하여 처리 비용  2차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목 으

로 수행되고 있다. SF 용해액을 질산 농도 5～10M에서 농축 (500 g/L 이상)한 후 

극 온 (-20～-40℃)이나 감압  증발 농축 등에 의해 UNH (uranyl nitrate 

hexahydrate)로 결정화시킨다. 이때 U(+6)만이 침 되어야 하는데, Pu(+6)과 

Np(+6)의 경우 U(+6)과 같이 공침  될 수 있으므로 Pu과 Np이 공침  되지 않

도록 산화가 상태를 조 하는 것이 이 공정의 성사여부를 좌우하는 열쇠가 되며, 

다단 (2～3단)의 재결정/세척 과정을 거쳐 원하는 제염계수(약 100～1,000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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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다. 실험실 규모의 단열 감압 (11.9 mmHg) 결정화기 1단에서 U의 약 

83%를 침  분리하 으며, 이때 폐기물 발생량의 감용은 약 76% 정도 이루었다. 

향후 침 /결정화의 형화 장치 개발  이에 의한 연속식 조업 조건 등이 숙제로 

남아 있다. 

  한편 carbonate에 의한 침  결정화는 SF를 알카리 carbonate 용액 (Na2CO3 

등)으로 용해하여 U, Pu, Np을 제외한 부분의 FP를 불용해 잔사로 남아있게 하

고, 이를 여과하여 상등액을 산화 침 시키면 Na/U(+6)/ Pu(+6)/Np(+6)로 공침

되어 분리된다. 아직 기  연구단계로 용해 시 탄산염과 동반되는 양이온인 Li, 

Na, K, NH4 등의 향과 pH 조 , 불용해 잔사와 용해된 An의 분리, 특히 불용

해된 Cs, Sr, Ba, Ln 등이 방사성폐기물로 직  혼입되는 문제 , 그리고 산화 침

제 (Peroxydisulfate, H2O2, Hypochlorite, Ozone/water 등)에 의한 공침  

향 등 해결해야 될 문제 이 많이 있다.  

  다음은 TRU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 공분리 시키는 공정 개발의 일환으로 우선 

TRU/Cs/Sr을 모두 함께 공분리하여 HLW의 폭  부피 감용에 따른 고화 처리

(유리 고화체) 비용과 처분 비용을 감소시키기 하여 Fig. 2-3과 같은 UNEX 

(Universal Extraction) 공정을 제시하고 있다. 추출제로는 TRU를 추출하기 한 

CMPO에 Cs/Sr을 추출하기 한 CCD와 PEG 등이 혼합된 용매를 사용하며, 역

추출제로 guanidine carbonate에 DTPA (diethylenetriamine pentaacetic acid)

가 혼합된 용액을 이용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한 공정 흐름 내에서 TRU/Cs/ Sr를 

모두 공분리 한다는 것으로 99.9%의 TRU, Cs, Sr을 회수하 으나, Mo, Zr, Fe, 

Ba, Pb 등의 상당량이 TRU/Cs/Sr과 함께 공추출/공역추출 되었다. 특히 역추출

제로 사용한 guanidine carbonate는 최종 사용 후 이를 건조하여 분해할 시 고온 

산화 가열로 많은 량의 산화제가 필요하며, 고방사능 분 기하에서의 처리기술로 

비교  복잡하여 안 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역추출제로 

증발, 증류 처리가 가능한 MCA (methylamine carbonate)로 체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UNEX의 희석제로 내산성  내방사선성이 우수한 PTFMS 유도체 화합물

의 개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공정의 장치 개발로는 UREX+가 거의 용매추출 공정을 연속 으로 연결하여 수

행하는 고로 비교  단순하고 소형화된 원심분리 다단 추출기 개발에 역 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반응기 내 짧은 체류시간으로 추출 용매나 이온교환 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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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Flow diagram of UNEX process.



- 64 -

공정 재료의 방사능에 한 노출 시간을 단축시켜 방사분해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

하여 재료의 사용 시간을 늘려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을 폭 감소시킬 수 있다. 

한 짧은 체류시간으로 조업 에 제 3상의 형성을 방지 할 수 있으며, 각 원소의 

반응 속도 차를 이용하여 분리 상 핵종의 고효율 분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원심분

리 추출기는 다른 연속식 다단 추출장치에 비해 비교  작고 compact 하며, 연속

식 조업으로 용량 취   고순도 분리에 용할 수 있어 U, TRU, Cs  Sr 등

의 분리 정제율을 99.9% 이상 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반응기 

내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은 계로 분리가 단시간 내 연속 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장치의 scale-up과 모쥴화가 용이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2. 일 본 

       일본은 JAERI를 심으로 최  수 허용 농도 (MPC : Maximum 

Permissible Concentration)에 의거 HLW 내 잠재  독성 평가에 기 한 3군 분

리 연구를 수행하다가, ICRP-30이 MPC 신 연간 경구섭취 한도 (ALI : Annual 

Limit of Intake)를 권고하여 이에 따른 HLW의 잠재  독성  지층 처분이 동반

되는 환경 향 평가를 수행하여 Np-237, Tc-99의 분리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었

다. 그리하여 1984년부터 HLW 처리/처분의 안 성 향상, HLW의 발생량 감화 

 HLW 내 함유된 유용원소를 재활용 등을 목 으로 4군 분리 (TRU군, Cs/Sr

군, Tc-백 족 원소군, 기타 원소군) 기술이 개발되었고, 1998년부터 NUCEF 

(Nuclear fuel cycle safety engineering research facility) 시설 내 군분리 공정/

장치를 제작, 설치하여 실 폐액 수 의 방사성 폐액을 상으로 4군 분리 기술의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핵비확산성 기술 (Pu/FP 공분리)에 의해 방사성 독성  고방

열성 핵종을 고효율/고순도로 분리하여 HLW의 발생량을 감화 시키고, HLW를 

화 하여 자연 환경/인간 생태계에 미치는 부담을 경감화하고자 시도하고 있

다. 이와 병행하여 공정 단순화, 신기술의 개발  공정 장치의 소형화/소요 장치 

축소 등을 통한 경제성/경쟁력 제고, 방사성 물질 규제 심화에 따른 원자력 조업 

안정성 확보  국민 이해 증진 등을 목 으로 NEXT (New Extraction 

system for TRU recovery), ERIX (Electrolytic Reduction and Ion Exchange 

process), ARTIST (Amide based Radio-resources Treatment with Inte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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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of TRU), PARC (Partitioning Conundrum key), DIREX (Direct 

Extraction),  NCP (N-cyclohexyl-2-pyrrolidone) 선택  침  등이 AAP 연구

로 추진되고 있다. Table 2-7은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AAP 기술의 단계  목표 

의 일례로, 각 단계별 분리 상 핵종  분리회수 목표치(%)는 Table 2-8과 같다. 

Table 2-7. Objectives of AAP Technology in each phase (Japan).

단계 목 표

1

○ 1,000년 경과 후 

    ⇒ LWR 비순환 주기의 방사능  방사성 독성의 1/100로 감소

○ FP 분리/소멸처리 : 처분 부지 1/2 감소,  Dose risk 1/10 감소

2

○ 100년 경과 후 

    ⇒ LWR 비순환 주기의 방사능  방사성 독성의 1/1,000로 감소

○ FP 분리/소멸처리 : 처분 부지 1/5 감소,  Dose risk 1/100 감소

3
○ 방사능/방사성 독성 ⇒ 천연 우라늄 수 으로 감소

○ FP 분리/소멸처리 : 처분부지 1/10 감소,  Dose risk 1/1000 감소

Table 2-8. Target goals for separation of radionuclide (Japan).

단계

방사능/방사성 독성 구처분 재활용 

방사능 방사성 독성 처분 부지능 Dose Risk

화학  

응용

( 매 등)

방사 

화학  

응용

1

 U, Np, Cm 

(99%)

Pu, Am 

(99.9%)

Tc-99 (99%)

U, Np, Am, 

Cm (99%)

Pu (99.9%)

[1/2 감소] [1/10 감소]

Pd, Tc

열원: 

  Cs, Sr

방사선원:

  Cs

Sr, Cs 

(90%)

Mo (80%)

I (99%)

2

U, Np, Am, 

Cm (99.9%)

Pu (99.99%)

Se-79, Pd-107, 

Sn-126 (99%)

Cs-135, Zr-93, 

Tc-99, Cs-137, 

Sr-90, Sm-151 

(99.9%)

U, Np, Cm 

(99.9%)

Pu, Am 

(99.99%)

Cs-137, 

Sr-90 (99%)

[1/5 감소] [1/100 감소]

Pd, Tc, 

Ru, Rh, 

Se, Te

Cs, Sr, 

Ru, Rh, 

Pd

Sr, Cs 

(99%)

Mo, Nd, Ru, 

Rh, Ce, Pr, 

Ba, La, Te, 

Gd, Rb, Pd,

Y (95%)

I (99.9%)

C-14, Cl-3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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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의 경우 Fig. 2-4와 같이 SF 용해액 상 ① U의 침 /결정화, ② U- 

Pu-Np의 공분리, ③ SETFICS (Solvent Extraction for Trivalent F-elements 

Intra-group separation in CMPO-complex System)/TRUEX로 구성되어 있다. 

U의 침 /결정화의 경우 MOX 핵연료의 성형가공 비인 Pu/(U+Pu) 비를 0.3 정도

로 유지시켜  수 있게끔 SF 내에서 U을 미리 침  분리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 

가장 요한 것은 Pu의 공침 을 막아 Pu과 FP에 한 높은 제염계수(100 이상)

를 가지는 U의 분리이다. U의 회수율은 SF 용해액 내 기 U의 농도와 온도 차에 

의존하며, 기 U의 농도 240～480g/L (질산 농도 1～2M)에서 온도를 30℃에서 

-30℃로 냉각 시키면 99%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 한 FR의 SF (MOX)의 경우 

용해액 내 Pu/(U+Pu) 비가 0.1 정도로 Pu/(U+Pu) 비 0.3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약 70% 정도의 U을 회수하면 되는데, 이는 기 U의 농도 500g/L (질산 농도 

4M)에서 온도를 40℃에서 10℃까지만 냉각 시키면 가능하다. 이때 Pu(+4)는 용액 

내에 잔존하고 Pu(+6)은 U와 공침 이 되어, 제염계수 ～10
2
 정도를 얻는데 3단의 

결정화기가 소요된다. 향후 Pu(+4), Np(+4)로의 산화가 조 , 결정화 온도  감압 

냉각 결정화기 등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잔여 U, Pu/Np의 공분리에서는 

TBP에 한 추출능이 An(+6) >An(+4) >>An(+5), An(+3) 순이므로 U/Pu/Np

만을 공분리하기 해서는 이를 산화하여 공추출한 후 약질산으로 공역추출하면 가

능하다. 실험실 규모 다단 연속식 실증 시험에서 FP에 한 제염계수 ～10
5 
이상, 

U과 TRU의 회수율 한 99% 이상 얻었으나, 향후 고효율의 공추출법 개발, 산화

제의 첨가 없는 Np의 산화가 조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 감화 시킬 수 있

는 추출장치 개발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Pu의 단독 분리가 아닌 U/Pu/ Np의 공

분리로 NEXT가 핵비확산성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SETFICS 공정은 

U/Pu/Np의 추출 추잔상에서 추출제로 CMPO를 이용하여 한 공정 흐름에서 

An(+3)/Ln(+3)을 공분리하는 것으로, 특징으로는 salting-out 시약으로 nitrate 

(NO3
-
)를 이용한다는 이다. 기에는 NaNO3를 사용하 으나 사용후 최종 으로 

이를 유리고화 처분하여야 하는데 이는 HLW의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므

로 최근에는 salt-free한 HAN (hydroxyl amine nitrate)을 사용하는 Advanced 

SETFICS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때 HAN은 기분해로 쉽게 분해 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TRUEX는 미국에서 TRU, An(+3)/Ln(+3) 등을 분리하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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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Flow diagram of NEX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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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발한 기의 TRUEX 공정을 수정한 것으로 SETFICS에서 회수된 An(+3)- 

DTPA 착물에서 DTPA를 제거하여 An(+3)의 최종 분리를 목 으로 하고 있다. 

실험실 규모 실증 시험에서 Ln(+3)에 한 평균 제염계수 ～10 이상을 얻었다. 

  한편 ERIX는 비교  간단한 조업으로 다성분 계(An(+3), Pd, Mo, Zr 등)를 동

시에 분리할 수 있다는 이 과 용매추출의 최  단 인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화 시키고, 발화성 물질의 유기 용매 사용을 최소화 시키며, 공정을 보다 단순화

시키고, 장치를 소형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개발되고 있다. 공정은 Fig. 2-5에서 보

는 바와 같이 ① 해 석출에 의한 Pd 제거, ② 음이온 교환법에 의한 U, Pu, Np

의 공분리, ③ 해환원/음이온 교환법에 의한 U 분리, ④ 추출 크로마토크라피에 

의한 An(+3)의 선택  분리로 구성 되어 있다. 

  Pd의 제거는 해환원 반응 시 극에 속으로 착되어 해반응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며, tertiary polyvinyl pyridine의 작용기를 함유한 다공성 silica 지지

체의 약 염기성 음이온 교환수지(SiPyR-N3)에 의해 선택 으로 흡착하거나, 는 

해 석출에 의해 수행된다. 선택  흡착의 경우 질산 분 기에서 Pd(+2)-N 주개 

원소 간에 신속한 착물을 형성하여 흡착하는데 반하여 해석출의 경우는 Pd(+2), 

Ag(+1) 등이 Pd, Ag 속으로 환원되어 제거된다. 이때 Pu(+6), Np(+5, +6) 등

은 음이온 교환제(AR-01)에서 강력한 흡착력을 가지는 산화가 +4의 상태로 환원

되며, 양호한 흡착능을 가지는 Tc(+7)은 일부가 비흡착성의 Tc(+2, +4)로 환원된

다. 이 환원 용액을 AR-01에 흡착시키면 비흡착성의 FP-An(+3)/Ln(+3)-U(+6)

와, 개미산 용리에 의한 U(+6) 일부  Pu(+4), Np(+4)가 각각 공분리된다. 이때 

Tc은 부분이 Tc(+7)로 흡착되어 있어 흡착력이 낮은 Tc(+2)나 Tc(+4)로 환원 

용리하여 분리한다. AR-01 음이온 교환수지는 약염기의 N-methylbenzimidazole

와 강염기의 N,N,-methylbenzimidazolium를 작용기로 함유하고 있으며, 질산 매

질에서 Pu(+4), Np(+4)은 anionic-nitrato 착물 형태로 강력하게 흡착하고 있다. 

해 환원의 목 은 U(+6)을 음이온 교환제에 흡착력이 강한 U(+4)로, 그리고 높

은 흡착력을 가지는 Ru(+3)은 비흡착성의 Ru(+2)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이를 음이

온 교환제에 통과시키면 비흡착성의 FP-An(+3)/Ln(+3)와, 약질산 용리에 의한 

U(+4)로 각각 분리된다. 다음은 비흡착성의 FP-An(+3)/Ln(+3)로부터 An(+3)/ 

Ln(+3)를 공분리하는 것으로 친환경  분해가 가능한 CHON의 TODGA (tetra 

octyldiglycolic amide) 함침 흡착제가 고려되고 있으며, 이 경우 증류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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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Flow diagram of ERIX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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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3)/Ln(+3)가, 옥살산에 의해 Zr가 각각 용리되어 분리된다. 마지막으로 공분

리된 An(+3)/Ln(+3)으로부터 An(+3)을 분리하는 것으로 An(+3)에 한 친화도가 

우수한 자연 친화  CHN의 BTP가 함침된 R-BTP 흡착제를 이용하여 An(+3) 

만을 선택 으로 흡착,용리하여 분리한다. ERIX 공정의 기술  황은 U/Pu/Np의 

공분리로 핵비확산성 공정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 2차 폐기물 감화 차원에서 

공정 시약 모두를 salt-free한 시약으로 개발 하거나 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ARTIST는 모든 An의 회수, 고방열성 핵종 회수, 기타 FP는 처분한다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Fig. 2-6에서와 같이 ① 친환경 분해가 가능한 CHON의 아미

드 화합물의 추출제에 의해 U을 회수하려는 BAMA (branched alkylmonoamide) 

공정, ② TRU/Ln 공분리  Sr을 회수하는 TODGA 공정, ③ An(+3)의 선택  

분리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BAMA 공정은 탈질 과정이 필요 없는 고산도 취 공정으로 U(+6)의 회수가 주

목 이며 이때 Pu과 Np은 각각 +4가의 산화가를 유지시켜 U(+6)와 서로 분리 한

다. BAMA 추출제로는 D2EHBA (di-2-ethylhexyl butanamide), DH2EHA (di 

hexyl-2-ethyl hexanamide) 등이 고려되고 있으나, 재는 U(+6)의 높은 추출성

과 n-dodecane에서의 높은 용해성을 가지는 D2EHBA가 추천되고 있다. 연구는 

D2EHBA에 의한 An(+6)/An(+4)의 추출 거동, 제 3상 형성 방지 조건, 상 보조제 

향, 상 분리  추출 속도 등이 수행되고 있으며, 한 가수 분해  방사 분해에 

한 향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TODGA 공정에서는 아미드 화합물의 일

반 인 친화도가 An(+4) >An(+6) >An(+3) >>An(+5) 순인데 반하여, TODGA

의 친화도는 An(+4) >An(+3) >An(+6) >>An(+5) 순으로 An(+4)  An(+3) 모

두를 공추출 할 수 있다. 그리고 랑스의 경우는 희석제로 TPH (hydrogenated 

tetrapropane)를 사용하는 데 반하여 일본은 n-dodecane을 고려하고 있어 고산도

(약 4M 질산)  유기상 내 농도 속에서도 제 3상이 쉽게 형성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하여 monoamide의 일종인 DHOA (N,N-dihexyl octanamide)를 상 

보조제로 개발하 으며, TODGA와 혼합하여 상 분리  추출 속도를 향상 시켰고, 

특히 제 3상의 생성을 방지하고 방사분해에 한 항성을 높여주고 유기상 내 

속이온 농도의 부하량을 증가시켜 주고 있다. 이 경우 TRU의 99.9% 이상을 회수

할 수 있었으나, Mo, Y, Ru(+3), Pd(+2) 등의 상당량 공추출 되었다. 이외의 특징

으로는 불필요하게 추출된 Zr(+4)과 Sr(+2)을 한 공정 흐름 내에서 역추출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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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Flow diagram of ARTIS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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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할 수 있다는 과 이 한 Pu/Np/U의 공분리로 핵비확산성 기술이라고 강조한

다는 이다. 마지막으로 Cs 분리에는 칼릭스[4]아  화합물이나 크라운 화합물이, 

An(+3)의 선택  분리에는 N 주개 화합물인 TPTZ (2,4,6-tri-(2-pyridyl)-1,3,5 

-triazine), BTP (bistriazinyl pyridine) 등의 고려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

은 상태이다. 

  Table 2-9는 수력학 , 화학   용 타당성 차원에서 요구되는 용매추출 공

정의 최 화 기 이다. 이 기 에서 볼 때 ARTIST 용매추출 공정은 아직도 고분

리 계수를 가지는 리간드 합성, 소수성 증진, 가수분해  방사분해에 한 항성, 

신속한 상 분리  추출 속도 등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이 많다. 

Table 2-9. Criteria for the optimization of solvent extraction.

수력학  기
○ 에멀죤 형성 방지, 용이한 상분리, 공정 장치 용성  

○ 도, 도

화학  기

○ 최 화(추출  역추출) ○ 선택도

○ kinetics(추출  역추출) ○ 제 3상 형성 방지

○ 안정성(내열성, 방사분해 항성, 내방사선성)

○ 용이한 용매 재생  재순환

타당성 기 ○ 발화 , 조업 안 성 

  그리고 DIREX은 통상 SF에서의 U, Pu의 분리가 고온(100℃ 이하), 고산도에서 

용해된 후 다시 공제염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의 단  공정/장치에서 

용해/추출을 동시에 하여 SF로부터 직  U, Pu를 분리하는 것으로 공정의 단순화 

 이로 인한 2차 폐기물 발생량의 폭 감소가 기 되고 있다. DIREX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용해 온도(80℃), U에 한 Pu 함량(18% 이하), voloxidation, 핵연료

(g)/TBP-HNO3(mL)의 비 등이 있으며, 이의  향을 고찰하여 U, Pu을 회수하는 

데 있어 핵연료의 입자 크기는 100㎛ 이하, Pu 함량은 16% 이하 등이 효과 이었

으며, 이 에서도 핵연료/TBP-HNO3 비가 가장 요한 요인임을 확인하 다. 

  최근에는 DIREX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자연친화  기술로 각 을 받고 

있는 임계 유체 추출(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기술을 목시킨 SUPER- 

DIREX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 으로 임계 유체는 추출용매로서 당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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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확산도(10
-8
～10

-7
m

2
/s)를 가지고 있으며, 도는 온도/압력 변화에 따라 추출에 

당한 물성 치로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질산의 경우 [질

산]/[TBP]의 몰 비가 1 보다 클 때와 을 때 서로 다른 착물을 형성(일반형 : 

TBP(HNO3)x(H2O)y)하여 추출능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다. U의 경우 TBP- 

HNO3 착물 내 [HNO3]/[U]의 몰 비가 1～4, 25 MPa, 323˚K에서 UO2 (SF 용)

가 UO2(NO3)2로 거의 용해되고, 임계 유체 쪽으로 약 80% 이상이 UO2(NO3)2 

-TBP로 추출되었으며, 이때 UO2의 용해 정도는 기압 하에서 8M 질산에 의해 

용해되는 것과 비슷한 수 을 보 다. 그러나 아직은 기 연구 단계로 향후 각 원

소의 분배계수, 물질 달 속도  화학반응 속도 등의 기본 자료와 희석제로 사용

한 임계 CO2에 의한 공정 용에 한 기술  타당성 평가  실증 시험을 통한 

공정 최 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PARC는 재처리 고도화 연구의 일환으로 Fig. 2-7과 같이 한 공정 흐름에

서 U/Pu/Np/Tc을 공추출하여 순차 으로 분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 

Np의 산화제로 V2O5을 이용하여 U/Pu/Np/Tc을 산화 공추출한 후, 강질산과 

Np(+6)의 선택  환원제인 NBA (n-butyraldehyde, C3H7CHO)을 이용하여 Tc, 

Np(+5)을 각각 분리하고, 그런 다음 U(+4)와  하이드라진 (N2H4)의 혼합용액으로 

Pu을 환원하여 Pu을 분리하고, 마지막으로 약질산에 의해 U을 분리하는 공정 흐름

이다. 이 경우 주입 용액의 산도(3M 질산)가 높아 Tc의 공추출에 한계가 있고, 만

약 Tc의 추출을 증가시키기 하여 질산 농도를 감소(1M 이하)시킬 경우 Np의 추

출 속도가 매우 느린 단 이 있다. 그러나 U, Pu, Zr이 량 공추출되면 Tc의 추

출량도 상승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NBA 

(salt-free한 유기물의 환원제)가 방사 분해에 의해 쉽게 분해되고 환원 속도가 느

리다는 약 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장치나 새롭게 첨가되는 시약 없이 

Np(/Tc)의 추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용해액 가열 등)의 개발과 Np을 신속히 

환원 시킬 수 있는 내방사선성의 salt-free한 환원제의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외에도 용해조 배기체로부터 C-14, I-129을 흡착하여 제거하는 기술, IBA (iso 

butyraldehyde)에 의한 Pu(+4)의 환원 분리, U/Pu/Np/Tc 공추출 추잔상으로부터 

Am을 흡착하여 분리하는 기술  n-butylamine 화합물에 의한 용매 세척 등이 

수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NCP 침 법은 FBR 핵연료의 재처리 시스템 개발을 목 으로 N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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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Flow diagram of PARC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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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An(+6)과의 선택  침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Fig. 2-8과 

같이 U의 선택  침 과 U/Pu의 공침  등 2 단계 침 으로 구성되어 있다. U의 

선택  침 은 U과 Pu이 각각 U(+6), Pu(+4)로 존재하고 있는 용해액으로부터 일

차 으로 U의 약 70% 정도를 회수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는 U 침 율의 제어와 

Pu, FP의 공침  방지 등이 필요하다. 반면에 U/Pu의 공침 은 U의 선택  침  

여과액에 산화제를 첨가하여 Pu을 Pu(+6)로 산화시켜 U과 함께 침  시키는 것으

로, 이때 Np의 상당 부분이 Np(+6)으로 함께 산화되어 U, Pu와 함께 공침  될 

것으로 보이며, 이 단계에서는 U/Pu의 높은 침  회수율이 요구되고 있다. 재 실

험실 규모의 시험을 통하여 Pu, Np, Am의 침  거동 데이터 확보와 U의 침 율 

제어 가능성을 확인하 으며, 이때 침 조 1단 기  제염계수 100 정도를 얻었고, 

U/Pu의 공침 율은 약 98% 정도 으며, 향후 U, Pu의 침  분리 향상을 해 

NCP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화합물의 합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랑스

       랑스는 1991년 제정된 방사성 폐기물 리법에 의거 SPIN (Separation 

and Incineration) 계획으로 ACTINEX  PURETEX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

다. 자는 장기 계획으로 TRU 분리를 한 신 추출제 개발  HLW로부터 TRU 

분리 공정 개발에 목표를 두었으며, 후자는 단기 계획으로 PUREX에서의 Pu  

Np의 회수율 증진  α-폐기물의 발생량 감화에 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방사성 독성  처분환경 해 핵종의 제거로 인한 인간/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장기 안 성 확보, 고방열성 핵종 제거  핵 임계 질량 감소 등에 의한 처

분 안 성 제고, Pu의 공분리에 의한 핵비확산성 유지, 신소재  신기술 용 등

에 의한 경제력 강화, 마지막으로 원자력 에 지의 안정  공 과 국민 이해 증

진 등의 개념을 추가하여 AAP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핵연료 발생 에서 생

성되는 주요 분리 심 상 원소의 함유량을 표시하면 Table 2-10과 같다. 

 개발 공정으로는 기존 PUREX에서 U/Pu/Np 만을 선택 으로 고효율로 분리하는 

PUREX 고도화와 Fig. 2-9와 같이 An(+3)/Ln(+3)를 공분리 시키는 DIAMEX 

(Diamide Extraction)  An(+3)을 선택  분리하는 SANEX 그리고 Cs을 분리

하는 CSEX (Cesium Extraction) 등을 서로 연계시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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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Flow diagram of NCP precipit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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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0. Aspects of fuel evolution (France)

핵연료 형태 LWR-UOX LWR-MOX

평균 연소도, (GWd/t) 33 45 60 45

조 성 

(SF 1톤 기 )

Pu (g) 9,740 11,370 12,990 48,850

Np (g) 433 611 887 161

Am (g) 325 521 765 4,480

Cm (g) 23 92 213 810

Zr (g) 3,580 4,740 6,280 3,440

Tc (g) 814 1,085 1,403 977

Ru (g) 2,165 3,068 4,156 3,924

  

  PUREX 고도화의 경우 공정의 안 성  신뢰성 향상, 유연성 제고, 운  비용 

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출제로는 TBP와 monoamide가 고려되고 있다. 

TBP의 경우 산화 추출에 의해 U(+6)/Pu(+4, +6)/Np(+6)을 효과 으로 공추출(약 

99%) 할 수 있었으며, 이때 Tc(+7)은 TcO4
-로 Zr, U, Pu과 공추출되어 약 95% 

정도를 회수하 으나, 이는 각각의 목표치인  99.9% 이상  99%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외에도 TBP는 부분이 인(P)을 함유하고 있어 용매의 최종처리에서 인산

염의 고체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monoamide 화

합물의 경우 자연친화  소재(CHON)로 2차 폐기물 발생량을 극 감화 시킬 수는 

있으나, 아직은 기  연구 단계로 고산도에서 용 가능한 다양한 monoamide 추

출제의 유도체 합성  제 3상 형성 방지를 한 상 보조제 개발, 그리고 각 유도

체에 의한 각 원소의 추출 거동, 상 분리  추출 속도, 가수 분해(특히 산성 분

기 하)  방사분해 등에 한 평가가 고찰되고 있다. 

  DIAMEX  SANEX의 공정 개발 기 은 An(+3)의 회수율은 99.9% 이상, 정

제도는 약 5% 미만의 Ln(+3)이 함유되는 9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DIAMEX의 경우 기 주입 용액의 질산 농도는 4M, SANEX의 경우는 질산 농도 

0.5～1M에서 각각 이용 가능해야 하고, 희석제로는 TPH가 사용되어야 한다.

  기의 DIAMEX는 Fig. 2-9와 같이 공추출제로 DMDBTDMA (dimethyl di 

butyltetradecyl malonic amide)를 개발하여 실험실 규모의 다단 연속식 실증시험

을 통하여 An(+3)를 99.7% (유기상에 0.3%의 An(+3)과 0.1%의 Ln(+3)이 함유)

를 회수하여 기 치를 거의 만족시켰으나, Zr, Mo, Ru, Fe Pd, Y 등의 상당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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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Flow diagram of DIAMEX(DMDBTDMA)-SANEX(nPr-BTP)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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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3)과 공역추출 되었다. 한 질산 농도 3.5M 이상의 고산도 취  시 제 3상

이 형성되는 문제와 상 분리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방사 분해에 한 

취약성 등으로 공추출제를 DMDOHEMA (dimethyldioctylhexyl ethoxy malonic 

amide)로 변경하여 Fig. 2-10과 같은 공정 흐름도를 제시하 다. 

  여기서 새로운 추출제의 개발 기 은 우선 분리 상 핵종에 한 친화도와 선택

도 등을 향상 시켜 고효율의 분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추출제 자체의 한 용해도

가 우수하여야 하고, 가수분해  방사분해에 한 항성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이

밖에도 추출 속도, 물성, 용매 재생 등이 우수하여 공업화가 용이하여야 하며, 특히 

최종 으로 소각 처리가 가능(CHON 는 CHN)하여 2차 폐기물 발생량의 감화

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다. 상기 에서 DMDOHEMA는 DMDBTDMA 

보다 분자량이 증가하여 소수성이 향상되었고, ethoxy 그룹의 도입으로 An(+3)/ 

Ln(+3)에 한 친화도와 선택성을 향상 시켰으며, 내방사선성의 향상으로 방사 분

해생성물의 형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특이 으로는 Zr/Mo/Ru 등의 공추출을 억

제하기 하여 옥살산과 EDTA (ethylene diamine tetraacetic acid)가 혼합된 용

액을 첨가하 으며, 이 경우 DMDBTDMA(옥살산만 첨가)에서 공추출되는 Zr, 

Mo 등이 거의 추출 되지 않았다는 이다. An(+3)의 회수율은 99.9%로 기 치를 

만족시키고 있으나, 이 한 Pd, Pu의 상당량이 An(+3)과 공분리 되었다

  SANEX의 경우 한 기에는 Fig. 2-9와 같이 선택  추출제로 nPr-BTP 

(2,6-bis(5,6-n-propyl-1,2,4-triazine-3-yl)-pyridine)를 고려하 으며, 실험실 

규모의 다단 연속식 실증시험에서 Ln(+3)에 한 An(+3)의 평균 제염계수를 150 

정도의 매우 높은 값을 얻었다. 그러나 An(+3)의 상당량이 추출 추잔상(약 2.5%)

과 역추출 유기상(약 1.4%)에 분배되어 추출율과 회수율을 모두 떨어뜨리고 있으

며, 한 TPH/octanol의 혼합 용액(70 : 30)을 희석제로 사용할 시 An(+3)/ 

Ln(+3)의 공추출 속도가 매우 느리며, 조건에 따라서는 침 물이 형성되는 단 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nPr-BTP가 가수분해  방사분해에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Fig. 2-10과 같이 iPr-BTP (2,6-bis(5,6-iso-propyl-1,2,4-triazine-3- 

yl)-pyridine)에 의한 공정으로 수정 제시되었다. 

  iPr-BTP의 특징으로는 희석제로 octanol 만을 사용한다는 것과 An(+3)/Ln(+3) 

을 공추출할 경우 iPr-BTP 단독으로는 추출 속도가 매우 늦어 iPr-BTP에 

DMDOHEMA를 혼합한 혼합 용매를 사용한다는 이다. 이외에도 속도 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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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 Flow diagram of Advanced DIAMEX(DMDOHEMA)-SANEX 

             (iPr-BTP)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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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질산에 의한 Ln(+3)의 세정  역추출 시 질산에 의한 An(+3)의 역추출이 

불가능하여 하이드라이진(N2H4)과 glycolic acid로 체하여 각각 사용한다. 실제 

약질산에 의한 역추출 시 An(+3)/Ln(+3)의 상호분리 계수 약 10 정도를 얻는 데 

약 6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N2H4  glycolic acid는 자연 친화  소재

로서 약간의 가열 분 기 하에서 H2O2에 의해 쉽게 분해되었다.

  0.5M 질산 매질에서 iPr-BTP로 An(+3)을 99,9% 회수하 으며, 정제도 측면에

서도 2.5% 정도의 Ln(+3)을 함유시켜 DIAMEX/SANEX의 기 치를 모두 만족시

켜 기술  타당성을 실증하 다. 그러나 iPr-BTP 한 가수분해에는 강하나 방사

분해에는 매우 약해 방사분해에 의한 안정성 상실, lipophilic 한 방사분해 생성물

의 형성 등으로 용매 재생이 곤란하여 용매를 재순환시키지 못하는 결 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산성 분 기하에서의 가수 분해  방사 분해에 항성을 

갖는 새로운 BTP (BATP 등) 합성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의 합성 기 으로

는 An(+3)/Ln(+3)의 추출 시 단시간 내 평형에 도달하여야 하며, plant 규모에서

도 용이하게 고수율의 합성이 되어야 하고, 한 TPH ( 는 n-dodecane 등) 희석

제 사용 시에도 An(+3) 착물에 하여 높은 용해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다.

  CCCEX (Calix-Crown Cesium Extraction)는 추출제로 칼릭스[4]아  (1,3-di 

-(n-octyloxy)-2,4-calix[4]arene crown)과 TBP를 혼합한 용액을 NPAE (nitro 

phenylalkyl ether)에 희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고산도에서도 Cs을 99% 이상 효

과 으로 분리할 수 있음을 보 다. 그러나 NPAE의 도  도가 매우 높아 이

를 보완하거나 는 다른 희석제로의 수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Cs의 추출

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면서 제 3상 형성을 방지할 수 있는 상 보조제가 첨가되거

나 는 순수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alkane 계열의 희석제 개발이 요구되고 있

다. 이외에도 칼리스아  화합물의 합성이 고비용이므로 고수율 비용의 칼릭스아

 유도체의  합성법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SANEX에서 분리된 An(+3) 에 Cm이 함유될 시 발열량  성자원 강

도가 매우 커 이의 취 이 단히 곤란하여 핫 셀(hot cell) 작업 등이 필요하게 된

다. 한 Cm의 반감기가 28.5년(Cm-243)으로부터 8,500년(Cm-245)으로 다른 

TRU에 비해 짧은 편이고, 존재량도 Am에 비해 매우 어 Am과 Cm을 상호분리

하려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우선 DIAMEX의 공추출제인 DMDOHEMA를 이용하여 Am/Cm의 상호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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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 연속식으로 실험한 결과 Am의 생성물에는 0.7%의 Cm이, Cm 생성물에는 

0.6% Am이, 역추출 용매 쪽에는 0.02%의 Am과 0.01%의 Cm이 함유되어 만족스

러운 결과를 보 다. 그러나 Am과 Cm의 상호 분리계수 (약 ～1.6)의 근소한 차로 

인하여 다수의 분리 단수(16단)와 상당량의 2차 폐기물이 동반 되었다. 다음으로는 

기화학  산화/환원 반응을 통하여 Am을 추출성이 양호한 Am(+6)으로 산화시

키고 (안정제로 phosphotungstate 는 silicotungstate를 사용), 이때 Cm은 추출

성이 낮은 Cm(+3)으로 존재하게 하여 Am과 Cm을 상호분리 시키는 SESAME 

(Selective Extraction and Separation of Am by Means of Electrolysis) 연구

가 수행되어 회분식 실험으로 Am의 정제도를 99% 정도 얻었다. 그러나 아직은 기

 연구 단계로 Am의 해 산화 증진  추출성 향상을 한 분리특성 규명이 필

요하고, 실험실 규모 이상에서의 연속식 실험을 통한 최 화 등이 요구된다. 

  Table 2-11은 핵연료 조성에 따른 핵연료 제조  취 상에서의 차이 을 요약

한 것이다.

Table 2-11.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ation and handling for nuclear fuel 

in the various fuel compositions.

연료 조성 U/Pu+Np U/Pu+Np/Am U/Pu+Np/Am/Cm TRU

발열량
통상 연료와 

동등

통상 연료의

약 2배

통상 연료의 

약 20배
매우 큼

(TRU 5% 첨가한 FR용 MOX 경우)

성자원 강도 통상의 MOX 연료와 동등
SF의 

약 5배
매우 큼

연료 제조용

셀의 차폐
작음 ←   → 큼

핵종 분리

조작상의 문제

● Am, Cm의 화학  성질⇒ 거의 비슷함

●  Am/Cm의 상호분리⇒ 매우 어려움 

량의 TRU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열쇠

RE의 혼입

●  Am/Cm 생성물 ⇒ RE의 혼입은 피할 수 없음

●  혼입 RE의 양 ⇒ TRU와 비교해서 로 무시할  수 

없는 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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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Fig. 2-11과 같이 모든 An를 함께 공분리하는 GANEX (Grouped 

Actinides Extraction)  Fig. 2-12의 COEX (Co-Extraction) 공정 등이 제시

되고 있다.  GANEX의 흐름도는 SF 용해액을 상으로 1차로 가능한 한 고효율

로 U 만을 회수한 후, 나머지 모든 An와 Ln를 다시 공추출하고 이를 순차 으로 

An (미량의 U, Pu  MA 등이 함유)와 Ln로 각각 역추출 하여 분리시키는 것으

로, 이때 1차로 분리된 U과 미량의 U, Pu, MA가 함유된 An는 혼합하여 재순환

(재활용) 시키는 개념이지만 아직 보  개념 단계에 있다. An/Ln의 공추출제로 

DMDOHEMA/HDEHP가, An의 역추출제로는 HEDTA [N-(2-hydroxylethyl) 

ethylene diamine tetraacetic acid]가 고려되고 있으나, An 들의 산화가 상태 등 

화학  거동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 단 공정 한 개로 이를 분

리하기 해서는 2차 페기물의 발생량이 은 추출제(혼합/단일)의 개발  재순환 

여부, 제3상 방지 등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COEX은 기존 PUREX와는 

다르게 U 흐름의 일부분을 Pu 흐름과 혼합하는 것으로 이때 U:Pu(/TRU)=1:1로 

혼합하며 이는 일본 롯카쇼무라 재처리 공정과 유사한 개념이다. 특징으로는 순수

한 Pu의 흐름이 없어 핵확산에 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  조업이 간단하고 

상당 부분의 기술이 확립되어 있어 상용화에 가장 근 한 기술이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나 랑스의 향후 분리 공정 개발 

방향은 핵확산에 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방사성 독성과 폐기물 발생량 등이 모두 

고려된 An의 재순환 공정 개발, 그리고 경제성/경쟁력 향상  운  안 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단순/소형화 장치에서의 연속식 용량 취 이 가능한 공정 개발  폐

기물의 "zero release" 개념을 추구하는 자연 친화  분해 가능한 소재를 용할 

수 있는 공정 개발 등이 다원 으로 추진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사회  수용성 등

을 고려한 plant 규모의 시스템 총  평가가 수행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4.  국

       국은 원자력 이용 확 에 따른 운  안 성 확보, 자원의 재활용, 자연 환

경/인간 생태계에 미치는 향 최소화, 경제성/경쟁력 제고  핵 비확산성 공정 개

발을 목 으로 Fig. 2-13과 같은 modified PUREX-TRPO (trialkylphosphine 

oxide) 연계 공정을 AAP 연구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 공정 흐름 내에서 U, 

TRU, 장수명의 FP 등을 분리하여 재순환 시키는 것으로, modified PUR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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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Flow diagram of GANEX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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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Flow diagram of CO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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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Flow diagram of Modified PUREX-TRPO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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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PO 연계 공정 조합 시 PUREX는 핵비확산성을 유지하기 해서 통 인 

PUREX을 직  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일부 는 폭 수정 간소화 하여야 한다. 

  Modified PUREX는 U, Pu의 고순도/고효율 회수 (99.8%)를 분리를 목표로 하

고 있다. 특징으로는 Np을 30% TBP에 추출성이 좋은 Np(+6)로 유지하여 U/Pu

와 함께 공추출 시키기 하여 기 주입 용해용액의 질산 농도를 3M 이상으로 유

지한다는 이다. 이 경우 Np의 산화가 조 을 하여 새로운 공정을 추가하거나 

시약을 첨가하지 않으며, PUREX에서 추출하지 못한 Np( 는 U, Pu 등)은 후속의 

TRPO에서 추출 회수한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U/Pu 상호분리에서는 U(+4)를 Pu

의 환원제로 사용하여, MOX 핵연료의 조성비인 Pu/(U+Pu) 비가 02～0.3 정도가 

유지되도록 합하게 U을 1차로 분리 회수한다. 이 경우 FP에 한 제염계수는 높

여서(고순도) 분리하여 다른 정제 과정 없이 직  MOX로 변환시킨다. 그리고 나

머지 U을 다시 고 회수율로 회수하고 이를 정제하여 고순도의 U을 생성한다.

  이상과 같이 LWR-MOX 재순환에 직  용 가능한 U과 Pu의 공분리(Pu의 

량과 U의 일부분 함유)기술 용으로, U/Pu의 상호분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Pu의 

정제 과정을 간소화시키거나 생략할 수 있어 공정을 보다 단순화 시킬 수 있다. 특

히 U/Pu의 공분리로 핵확산에 한 항성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TRPO 공정

은 추출제로 석유정제 과정에 생성되는 부산물인 TRPO를 이용하며, modified- 

PUREX의 추잔상을 상으로 TRU와 Ln(+3)를 공추출하여 분리한다. 특징으로는 

TRPO의 추출능이 최 로 작용하는 1M 질산으로 산도를 감화 시키는 탈질 과정

과 추잔상에 잔존하는 Np(+5)를 Np(+4)로 환원시키기 한 기 화학  산화/환

원 공정이 요구된다는 이다. 

  실험실 규모의 다단 연속식 추출 시험으로부터 An(+3)/RE의 공분리에는 5.5M

의 질산용액을, 미량 잔존하는 U/Np/Pu의 공분리에는 (NH4)2CO3을 각각 용하여 

회수율을 모두 99.9% 정도를 얻었다. 그러나 An(+3)/RE의 공분리에는 Fe, Cr, 

Mo, Ru, Tc 등이, U/Np/Pu의 공분리에는 Cr, Mo, Zr, Ru 등이 상당량 공분리되

어 정제도를 감소시키고 있었다. 한편 An(+3)의 선택  분리는 공분리된 An(+3)/ 

RE를 상으로 선택도가 우수한 S 주개 화합물인 Cyanex 301 (dialkyldithio 

phosphinic acid)을 추출제로 사용하여 RE에 한 An(+3)의 분리계수 1,000 이상

을 얻었다. 향후 U, TRU 등을 재순환시키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제도를 제고 

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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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러시아

       러시아는 SF를 재처리한 HLW를 상으로 CCD/PFG에 의한 plant 규모

의 Cs, Sr 추출에서 각각 2×10
4 

 2×10
3
의 제염계수를 얻었으며, crown-ether 

화합물을 이용하여 Sr-90을 추출한 후, Cs-137을 흡착 분리하는 소규모 실험에서

도 공제염 폐액의 방사능 를 1/2～1/3 정도 감화 할 수 있음을 확인 하 다. 

이외에도 Am-241, Cm-244의 분리 등이 수행되었으나, 규모의 공업화를 해서

는 부식 문제, 내방사선성  내열성 등을 갖는 추출제 (diphosphine dioxide나 

sulfoxide 형태의 신추출제 등)의 개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 이 많으며, 최근

에는 ISTC의 재원으로 원자력의 운  안 성 확보, 미래 자연 생태계의 환경 보호 

 핵비확산성 기술 개발 차원에서 Fig. 2-14의 modified PUREX와 ZEALEX가 

연계된 SUPER PUREX를 제시하고 있다. 

  Modified PUREX는 일본에서 제시한 PARC와 개념이 비슷하며, 추출제로 30% 

TBP에 의해 U/Pu/Np/Tc/Zr을 공추출한 후 Zr/Tc, Np, Pu/U, U을 각각 한 공

정 흐름에서 순차 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특징으로는 Np, Zr의 공추출을 유도하기 

해서 기 주입 용액의 질산 농도를 3M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하며, 공추출된 

Pu, Np, Zr은 Tc의 추출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이다. 

  실험실 규모 다단 연속식 실험을 통하여 Np의 개별분리 가능성을 보았고, 특히 

Pu의 환원제로 AHA를 사용하여 Pu과 U(+4)가 wt % 기  1:4 정도로 혼합되어 

분리시킬 수 있었다. 이는 MOX 핵연료 성형가공에서 요구하는 Pu/(U+Pu)의 비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Pu을 U 으로부터 재정제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연속 으로 수

행하기 해서는 산화가 조정을 한 AHA의 엄격한 유속 조 이 필요하다. 한 

U/Pu의 공분리로 핵확산에 항성을 유지할 수 있다. FP에 한 U/Np/U의 제염

계수는 약 102～103 정도 으며, Zr과 Tc은 약 99% 회수가 가능 하 다. 

  한편 ZEALEX는 modified PUREX의 추출 추잔상(raffinate)으로부터 주로 

An(+3)/Ln(+3)을 공추출 하여 이를 순차 으로 분리하여 An(+3)과 몇몇의 FP 

(Mo, Y, RE 등)를 회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Mo, Fe 등은 침 물로 형성될 수도 

있다. 추출제로는 DBP (dibutylphosphoric acid)에 Zr 염이 함유된 Zr-DBP와 

30% TBP 즉, Zr-DBP/TBP의 혼합용액을 사용하여 An(+3), RE [Ln(+3), Y 등

이 포함], Mo 등을 추출하며, 최  추출은 Zr과 DBP의 농도 비가 1:9 정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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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Flow diagram of SUPER PUR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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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이었으며, 이때 Cs, Sr, Fe 등은 그 로 추잔상에 잔존하게 된다. 추출된 

Mo의 경우 환원 역추출로 개별 으로도 분리가 가능하며, An(+3)은 DTPA와의 

착물을 형성하여 분리할 수 있으며, RE 역추출은 강질산 는 H2O2 혼합용액 등으

로 효과 으로 분리할 수 있다. ZEALEX의 특징으로는 가능한 salt-free한 환원제 

 착화제 사용으로 폐기물 량의 감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이다. 

  실험실 규모의 다단 연속식 실험으로 An(+3), Ln(+3)의 회수율을 각각 99.9% 

이상 얻었으나, 주로 Nd로 이루어진 Ln(+3)의 약 5% 정도가 An(+3)과 공존하여 

An(+3)의 고순도 분리가 요구되고 있다. An(+3)과 Ln(+3)의 농도 비가 조건에 따

라서 약 30～100 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고순도 분리는 매우 요하다. 

  SUPER PUREX의 주 공정 연구 이외에도 ZEALEX 다음에 CCD에 의한 고방

열성 핵종 제거 까지 연구 범 를 확장시켜, Cs의 경우 99.9% 이상 회수가 가능함

을 확인하 으며, I-129 제거도 SUPER PUREX에 조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

다. 그러나 SUPER PUREX가 아직 기  연구 단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감화  고정화, 폐 질산  폐 용매의 재생 가능성/

재순환 여부, 그리고 최종 생성물의 고순도 농축 등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 이 

많이 있으며, 특히 2차 폐기물의 감용 차원에서 용매 추출의 순차분리 공정을 보다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소요 공정장치의 수를 이는 작업 등은 향후 SUPER 

PUREX의 공정 최 화에서 해결해야 될 요한 과제이다.

    6. 기 타

       HLW의 처분 안 성을 제고시키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방사성 독성

의 감화와 더불어 처분 시 열 부하량을 감소시키기 한 TRU, Cs-137, Sr-90

의 제거가 요구되는 데 이를 분리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PCS(partitioning and 

chemical separation) 공정이 Fig. 2-15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특징으로는 

PUREX나 UREX를 거쳐 U과 Pu이 99.9% 정도 제거된 HLW를 시발물질로 하여 

HLW에 미량 잔존하고 있는 U과 Pu에, MA인 Np, Am, Cm 등과 고방열성 핵종

인 Cs-137, Sr-90  장수명의 FP인 Tc-99, I-129, Zr-93, Cs-135, Ni-63, 

Sn-126, Se-79, Cl-36 등을 개별 분리하거나 는 몇 개의 군(group)으로 나 어 

분리한 것으로 해투과 (ED : electrodialysis)와 기분해 (electrolysis) 기술을 

모  (module) 형태로 조합하여 연속식으로 조업한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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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5. Flow diagram of PC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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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HLW를 충분히 희석 시킨 다음 ED에 주입하면 양이온/음이온 교환막 

(cation/anion exchange membrane)에 의해 산성과 염기성 용액으로 분리되고, 

이를 연속 으로 순환시키면 산성 용액에는 음이온이, 염기성  용액에는 양이온 축

된다. 이때 염 농도가 감소된 해질은 다시 재순환시키며, ED의 조업 안 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기 주입 용액의 희석 정도(고방사능 취  허용 범  내에서 

결정), 주입 속도, 용량 처리능 등은 요한 변수이다. 각각 분리된 양이온과 음

이온은 기화학 포텐셜에 의한 순차 기분해(수은 극 등을 이용)에 의해 개별 

분리가 가능하며, 핵연료로의 성형가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미세입자 형태로 추

출 분리된다. 실험실 규모의 실험으로부터 Cs-137, Sr-90, Cs-134, Co-60 등의 

분리 효율을 99.9% 이상 얻었다. 그러나 향후 plant 규모의 실증 시험을 통한  각 

원소 (특히 악틴족 원소)의 분리 거동과 특히 정제도 측면에서의 분리도 향상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상기와 같이 습식 고도분리 기술은 개발 국의 기술 수 과 분리 상 핵종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통 인 PUREX (세계 유일의 상용화 기술임)를 제외

하고는 부분의 연구가 기술개발 단계로 실험실 규모 다단 연속식 실증 시험 (hot 

test) 수 으로 수행되고 있다. 몇몇의 공정은 비록 실험실 규모지만 MPC, ALI 

는 각국의 원자력법 (AFCI 등)에 의해 잠정 설정한 TRU, Cs/Sr의 회수 목표치

(>99.9%)를 만족시키고 있지만, 회수율과 정제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공정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An(+3)/Ln(+3)의 상호 분리와 An(+3)인 Am-241/ 

Cm-244의 상호 분리는 이들의 화학  성질이 매우 유사하여 아직도 명확한 해결

책이 없으며 재까지 최 의 분리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

로  시  기  습식 고도분리 기술 개발 방향은 우선 U, Cs/Sr의 고효율/고순도 

분리 기술과 TRU, 장수명 이원소의 회수율/정제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 개

발 그리고 2차 폐기물(HLW)의 발생량을 감화 시키는 차원에서 고산도 취   

분리 상 원소에 한 선택성/친화도가 우수하며 특히 환경 친화  분해 (완 소

각 가능, salt-free 시약 등)가 가능한 재료 (추출 용매, 이온교환제 등) 개발과 Pu

이 단독으로 분리되지 않고 FP나 는 다른 TRU와 같이 공분리되는 핵 비확산성 

기술 개발에 을 두어 서로 유기 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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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내 기술 개발 황

            국내의 "방사화학 분리" 연구는 원자력 법에 의거 방사성물질 취 이 

허가된 시설 (RI 사용시설 는 알 -감마 셀) 내에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제약 조건으로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유일하

게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제 1 단계 연구에서는 일차로 Tc, Np, U만을 선택 으로 공추출 한 후 이를 순

차분리 시키고, 이차로는 Am, RE를 공추출한 후 이를 상호 분리하는 개념을 개발

하여 Fig. 2-16의 분리기술 흐름도를 개발하 다. 

Fig. 2-16. Partitioning process flow sheet suggested by KAERI.

  1단계 연구 내용으로는 개미산 탈질- 해 trimming 조합 연속식 해탈질 장치 

개발  Zr, Mo, Fe 등의 이원소 공침제거, (TBP-TOA)/NDD 혼합 추출계에 

의한 Tc 추출 증진 동반 Tc/Np/U의 산화 공추출  순차분리 시스템 구축, 내방

사선성 속함유 추출제인 Zr-DEHPA/NDD에 의한 Am/RE의 연속식 다단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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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상호분리 방사선 조사시험 평가, 고방열성 핵종 제거 유/무기 복합 이온 교

환제 합성  연속식 처리 실증, 단일/혼합 시험재료의 방사분해 생성물의 성분 분

석  분해기구 규명, 마이크로웨이  가열/연소 합성 조합에 의한 MA(/RE) 산화

물 제조 기술 개발 등이 있다.

  한편 제 2 단계 연구에서는 1 단계 연구를 기 로 하여 분리 고도화 차원 (자연 

친화성 소재 개발, 분리 상 핵종의 친화도  선택성 제고, 고  폐기물의 감

화, 제 2차 폐기물 발생량 감화  친환경  salt free 분해, 핵확산 항성 유지 

기술 개발, 유용원소 회수 기술 등)에서 필요한 일부분의 요소기술 개발과 실 폐액

(/수 ) 상으로 기 개발한 분리 기술의 용성 평가를 수행하 다. 

  요소기술 개발 내용으로는 ① 환원/착물에 의한 TRU의 공분리 기술 개발 연구

로 이는 핵확산에 항성을 가지는 기술 개발을 목 으로 TRU의 환원 반응  착

물화 반응 평가를 통한 TRU-AHA의 착물 안정화 상수 측정, AHA의 질산 가수

분해 속도 규명  방사선 조사 시험 평가, TRU의 환원 속도 해석, U/TRU의 상

호분리 조건 결정  다성분 계에서의 분리도 평가 등을 수행하 다. ② 고산도 취

  친환경  분해성의 다이아미드 추출제 합성  An(+3)/Ln(+3) 공분리 시스

템 개발 연구에서는 An(+3)/Ln(+3)의 친화도 제고  제 2차 폐기물 발생량을 

감화 시키는 기술 개발로 수득율 65% (순도: 99%)로 CHON 형의 DMDBTDMA

를 자체 합성하고, 이의 상보조제로 DHOA를 합성하여 제 3상 형성 없이 질산 농

도 4M 이상, 온도 20℃ 이상에서 조업이 가능한 (DMDBTDMA-DHOA)/NDD의 

신 추출 계를 개발하 으며, 이에 의한 An(+3)/Ln(+3) 공분리  방사선 조사 시

험(방사선량 향) 평가를 수행하 다. ③ 선택성 제고 자연 친화  CHN형 추출제 

합성  An(+3)의 선택  분리 연구에서는 An(+3)의 선택성 향상 소재 개발  

이에 의한 공정 단순화/폐기물 발생량 감화(추출 평형상태로 단시간에 도달, 

An(+3) 착물의 용해도 향상 등) 에서 수득율 65% (순도 : 99%)로 nPr-BTP

를 차체 합성하 고, nPr-BTP/nitrobenzene 추출 계로 An(+3)의 선택  추출/역

추출을 평가하 다. ④ 희귀원소 분리 hybrid 시스템 개발 연구에서는 우선 다양한 

이온 교환제  침 제에 의한 각각의 흡착능/침 능을 평가하고, 아스코빅산에 의

한 Pd의 선택  침  조건 결정, ACF  EIR에서의 희귀원소 분리 이온교환 흡착 

평형/속도 모델링 등을 평가하여 ACF/EIR/용리 hybrid 시스템 개발하고 이에 의

한 희귀 원소 (Ru, Pd, Re, Tc-99 등) 분리기술 실증 등을 수행하 다. ⑤ 난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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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질산성  암모니아성 질소 화합물의 질소 가스화 분해 연구에서는 친환경  

salt-free 분해기술 개발 (폐기물 감화 등)의 일환으로 질산성 질소화합물 분해 

음극체  암모니아성 질소화합물 분해 불용성 산화물 양극체 개발과 질소화합물의 

질소 가스화 분해기구 규명  제거 효율 평가, 그리고 회분식/연속식 해분해 처

리 장치 개발 등을 수행하 다. 

  실 폐액(/수 ) 상 악틴족 분리기술의 용성 평가에서는 기 개발한 (TBP- 

TOA)/NDD 혼합추출 계에 의한 Tc/Np/U 공분리  Zr-DEHPA/NDD 속함유 

추출제에 의한 Am-Cm/RE의 상호분리 기술 등을 수행하 다. 

  이외에도 특정 속에 선택성이 있는 칼릭스 아  화합물  Am/RE 공추출제인 

DMDBTDMA, 상보제인 DHOA  Am의 선택  추출제인 BTP 유도체 합성 등

의 자연 친화  CHON/CHN의 소재 개발과 장수명 핵종 분리 다단 용매추출 거동 

모사 코드/고방열성 핵종 제거 동  모사 로그램 개발 등이 수행되었다. 

제 3  연구 개발 결과가 국․내외 기술 개발 황에서 

차지하는 치

            국내의 "방사화학 분리기술" 개발에 있어서 가장 요한 부분은 고

 폐기물 (사용후 핵연료 포함)의 취  여부와 원격 조작에 의한 고방사성 물질을 

취 할 수 있는 습식 차폐 시설의 확보 여부이다.  시 에서 볼 때 단 기간에 해

결 하기는 힘이 들 것으로 보이지만 한 단계 더 진화된 "방사화학 분리 기술"을 개

발하기 해서는 이의 확보가 요구된다. 그리고 "방사화학 분리 기술"의 기술개발 

수 을 보면 몇몇 단 분리 기술은 세계 으로도 처음 시도된 새로운 기술이지만, 

체 으로는 Am-241, Cm-244, Np-237, Tc-99, Cs, Sr  Ln(+3) 등에 한 

회분식이나 연속식 분리에 따른 거동 분석, 분리 기구의 실험 /이론  해석 그리

고 련 공정 흐름도 작성  분리 기술의 용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로서 분리 기

술의 타당성을 과학 으로 입증하는 기  연구와 공정의 기술  타당성을 제공하는 

공정 개발의 간 정도의 수 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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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TRU 공분리

  - TRU 공분리는 핵확산에 항성을 갖는 공정 개발을 목 으로 미국 UREX+  

(TBP), 랑스의 COEX(TBP), GANEX, 일본의 NEXT(TBP), ARTIST 

(BAMA) 등이 제시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2020년 상용화 운 을 목표로 설정하여, 2006년에 기업의 참가의

사 표명 설명회를 개최하 고, UREX나 COEX 등의 분리 고도화 공정을 채

택하여 추진할 망임.

  - 재 TBP를 치할 수 있는 자연 친화 (2차 폐기물 폭 감소화) 추출제  

련 분리 시스템 개발 연구가 지속 으로 수행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 TRU(+3,+4,+5,+6 등)의 산화 환원제/착화제 시험 평가  

련 반응성 규명  

  - 기술 수  : 미국, 랑스, 일본 등의 약 40% 정도 

 o TRU 공분리용 Monoamide 계열의 추출제 합성

  - 랑스는 ‘86년 CEA에서, 일본은 ‘01년 JAERI에서 각각 U/Pu 추출(PUREX 

고도화)  U의 선택  추출(ARTIST)에 TBP 용 추출제로 모노아미드가 

제시되어 재 이의 유도체 개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친환경 분해(완  연

소) 추출제로 이의 활용성이 증 될 것으로 기 됨.

  - 국내 : D2EHBA 합성  DHOA 합성(순도 98% 이상, 수백 g 규모) 

  - 기술 수  : 일본의 약 70% 정도

 

 o An(+3)/Ln(+3) 공분리

  - DIAMEX, TUREX, TRPO, DIDPA 등 여러 가지가 개발 이나, An(+3)/ 

Ln(+3)의 화학  성질의 유사성으로 아직 완 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임

  - DIAMEX는 모노아미드를 근간으로 DMDBTDMA  DMDOHEMA를 개발

하여 ‘93년부터 CEA에서 실폐액으로 Hot 실험을 수행하고 있음. 지 은 EU 

공동과제로 다이아미드 유도체 최 화  Advanced-DIAMEX 공정을 개발

하고 있음. 

  - 일본 (ARTIST)은 TODGA/DHOA를 합성하여 수행하고, 미국(TRUEX)은 

재 CMPO-TBP의 혼합 추출제를 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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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 (Zr-DEHPA)/NDD와 (DMDBTDMA-DHOA)/NDD 추출 계를 개발

하여 An(+3)/Ln(+3) 공분리  상호분리 연구수행

  - 기술 수  : 공분리는 일본, 랑스의 약 90% 정도, 상호분리는 약 60% 정도

 o 완  연소/고산도 취  Diamide 계열의 추출제 합성

  - 랑스는 다이아미드 계열의 DMDBTDMA와 DMDOHEMA를 합성하 으며, 

Zr/Fe/Mo/Ru의 공추출 억제 연구, 용매의 재순환 연구 등이 지속 으로 수행

되고 있음. 

  - 일본은 ARTIST의 TRU 공분리와 An(+3)/Ln(+3)의 공추출에 용할 수 있

는 BAMA, TODGA를 각각 합성하여 수행하고 있음.

  - 국내 : 실험실 규모의 DMDBTDMA  TODGA 합성 (순도 98% 이상, 수백 

g 규모) 

  - 기술 수  : 랑스, 일본의 약 80% 정도 

 o An(+3) 선택  분리 

  - An(+3)의 선택성 제고 추출제로는 "N" 주개의 Picolinamide, BTP, TPTZ와 

"S" 주개의 Cyanex 301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완 연소 가능/고산도 용으

로 BTP가 유력함. 

  - 재 EU 공동 연구로 다양한 BTP 유도체 합성 연구가 수행되며, 각 유도체

에 의한 분리 특성과 내방사선성/가수 분해성 등의 안정성 평가 연구가 수행

되고 있음. 

  - 국내 : TPTZ (시약 형태로 구입), Picolinamide (자체 합성), Cyanex 301 

(시약으로 구입한 후 처리하여 사용)  nPr-BTP (자체 합성)에 의

한 An(+3)의 선택  분리 수행 ⇒ 분리율이 낮음

  - 기술 수  : 일본, 랑스에 비교하여 약 60% 수

 o 선택성 제고/자연친화  CHN형 BTP 추출제 합성

  - 랑스 CEA는 고산도(1M 질산)에서 An(+3)을 선택 으로 추출 (SANEX)하

기 하여 BTP 합성 연구를 추진하여 nPr-BTP ⇒ iPr-BTP ⇒ BATP로 

연구 범 를 확 하고 있음. 재는 각 추출제의 추출 속도 증진, Fe-BTP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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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착물 방지, BTP의 안정성 향상, 용매 재순환 등의 연구가 수행하고 있음.

  - 미국 UREX+의 An(+3) 선택  분리에서 "N" 주개 화합물의 BTP 유도체를 

후보 추출제 의 하나로 선정.

  - 국내 : 실험실 규모의 nPr-BTP 합성 (순도 98% 이상, 수백 g 규모)

  - 기술 수  : 랑스의 약 40% 정도 

 o Tc-99/희귀원소 (Pd, Rh, Ru 등) 분리 회수 

  - Tc-99/희귀원소 분리 회수는 이온교환/흡착 (PTU 함침수지, 활성탄 등), 공

침  (개미산, 수산화 철 등) 분리 등이 있으나, 부분이 분석법 개발 일환으

로 연구되었을 뿐 이의 상호분리 연구는 미미함.

  - 미국은 활성탄 내 PTU (phenylthiourea)을 함침시켜 실폐액 상 Pd(43%), 

Rh(11%), Ru(19%)를 각각 분리 회수하 음. 일본 JAERI는 개미산 침 과 

활성탑 흡착/용리법으로 Tc을 각각 95%, 99% 분리하 음.

  - 국내 : Tc/Np/U을 공분리하는 (TBP-TOA)/NDD의 혼합추출 계에서 Tc-99

를 80%, 아스코빅 산에 의한 Pd을 환원 침 하여 95%를 분리하 음 

(1단 기 ). 그리고 ACF/EIR 흡착 연계 시스템에 의한 Tc-99  희

귀원소 분리기술 실증 (순도 99% 이상).

  - 기술 수  : 일본의 약 70% 정도 

 o 질산성/암모니아성 질소 화합물의 질소 가스화 분해 기술 

  - 원자력 산업에서 발생하는 질산성 폐액을 자연친화  무해한 질소 상태로 원천 

분해하는 기술로서 미국 DOE는 이를 신 기술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미국 SRNL은 실험실 규모로 염기성 실 폐액을 상으로 실증시험을 하 으

며, 재 효과 이며 선택 으로 질소 가스화 분해 환율을 향상시키는 장치 

개발에 역 을 두고 있음.

  - 국내 : 질산성 질소화합물 분해 음극체  암모니아성 질소 화합물 분해 산화

물 극 제조, 질소 화합물의 질소 개스화 분해 회분식/연속식 처리 장

치 개발 등

  - 기술 수  : 미국의 약 95%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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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TRU의 공분리 제거

     1. 서  언

   사용후핵연료 (SF : spent fuel)로부터 U과 Pu을 회수하기 해 수십 년 

동안 가장 유용한 공정의 하나로 인식되어 온 것은 Purex 공정으로 지 도 상용화 

되어 유일하게 상업 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정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SF의 

부피 감용으로 인한 처분 비용 감소  자연 친화  핵확산 항성을 갖는 공정 개

발을 하고 있고, 국, 일본 등에서는 보다 향상된 SF 처리공정들이 활발히 연구되

고 있다. 이들  기존의 Purex 공정의 문제 을 임으로써 보다 효율 인 공정

이 되도록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1-2]. 이와 련하여 우라늄(U)으로 부터 

Np과 Pu의 분리  정제 향상과 보다 빠른 추출 장치를 통한 방사선 향 최소화 

등에 을 맞추어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3]. 한 2차 방사성폐기물(난분

해성 폐액 포함)의 부피를 폭 감용 시킬 수 있는 salt-free의 자연 친화  시약

들의 사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4]. 이와 같은 연구 방향

에서 고려되는 것들  하나는 REDOX(Reduction-Oxidation)와 착물(complex)을 

동반하는 착화제 사용이다 [5-6]. 즉 착화제에 의해 U 추출 시 Np, Pu과의 상호 

분리도를 향상시키고 한 환경 친화 이며 핵확산에 항성이 있는 공정을 개발하

는 것이다.  Np은 질산 수용상에서 주로 +5가이나 +4가, +6가 등도 공존하는 복합

 산화 상태이다 [7]. TBP 추출 시 Np(V)는 매우 낮은 분배비를 갖으나 Np(VI), 

Np(IV)는 다소 큰 분배비를 갖는다. 이에 따라 U 추출 시 정제도를 높이기 한 

Np의 추출성 조 은 매우 요하다. REDOX 동반 착화제는 Np(VI)를 Np(V)로 

환원시키고 Np(IV)와는 매우 큰 착물화 상수 값을 가짐으로써 TBP에 의한 추출을 

억제시킬 수 있으며, Pu의 경우도 비슷하게 Pu(IV)를 추출이 안 되는 Pu(III)로 환

원시키거나 수용상에서 Pu(IV)와는 친수성 착물을 형성함으로써 추출을 어렵게 만

드는 것이다 [8-9]. 

  본 연구에서는 30% TBP/NDD(n-dodecane)에 의해 U 추출 시 Np과 Pu의 공

추출을 억제하기 한 REDOX 동반 착화제의 용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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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REDOX 동반 착화제로서 유용한 착화제를 선정하여 이 착화제와 용액 내 

속 이온들과의 착물 특성을 정량 으로 규명하기 하여 착물 안정도 상수를 구

하 다. 다음으로는 선정된 착화제 AHA (Acetohydroxamic acid)에 의한 Np(VI)

의 환원 속도식을 구하 으며, Np(IV)와의 착물 형성과 Np(VI)의 환원에 따른 추

출 시 분배비 향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U 추출 시 이 착화제의 첨가가 미치는 

향 등을 조사하 다. 마지막으로는 Ce, Nd, Mo, Zr, Fe, Sr, Ni, Pd 등의 원소

들이 존재하는 다성분 계에서 U, Np(VI), Np(IV) 등의 추출 특성과 이때 AHA의 

첨가 향도 함께 조사하 다. 이외에도 AHA는 산 용액에서 분해가 일어남에 따

라 가수분해 속도를 측정하 으며, 방사선량이 가수분해에 미치는 향 등도 함께 

살펴보았다. 

     2. 실  험

     가. 모의용액 제조

 모의 용액은 본 연구의 심 상 핵종인 Np과 U에 산화가 +3가의 Am과 

희토류의 표원소로 Nd와 Ce, 알카리 속의 Cs, 알카리 토 속의 Sr 그리고 용

매추출 공정 반에서 문제핵종으로 작용하고 있는 Mo, Zr, Fe 등이 함유되는 용

액 계로 구성하 다. 용액 제조 시 사용된 K2Cr2O7, Fe(II), AHA  TBP 등의 

모든 시약은 특  시약으로 정제 과정 없이 직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Np은 국 AEA Technology에서 구입한 것으로 반감기 2.14x10
6

년인 Np-237로

서 2M 질산 용액 5mL에 1mCi의 Np-237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Np]=1.186M

의 용액이다. 일반 으로 Np은 수용상에서 Np(IV), Np(V), Np(VI)의 형태로 주로 

존재하나 질산 매질에서는 Np(V) 상태가 매우 안정하다. Np(VI)는 2M 질산 수용

상  Np(V)를 K2Cr2O7로 산화시킨 후 30% TBP/NDD로 추출한 후 이를 0.01M 

질산으로 역추출 해 제조하 다. 역추출 후 Np의 산화상태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 

확인한 결과 Np(VI) 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Np(VI)의 농도는 Np

의 γ-activity 측정을 통해 측정하 다. HP8453 분 도계를 사용하여 Np(VI) 

환원 속도를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cell stirring module을 설치하 다. 이

는 표  셀에서 교반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다. AHA에 의한 Np(VI)의 환원 속

도는 매우 빠르므로 본 분 도계는 시간에 따른 스펙트럼을 최소 0.5  마다 측

정 하 다. AHA 첨가 후 시간에 따라 980nm에서 흡 도를 측정함으로써 N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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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Np(VI)의 농도를 구하 다.

     나. 스펙트럼 측정

 속이온 함유 수용상에서 pH에 따른 UV-VIS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용액의 이온강도를 조정하기 하여 NaClO4 용액을 사용하 으며, 용액의 pH 

조 을 해서는 NaOH와 HCl를 사용하 다. pH에 따른 UV-VIS 스펙트럼 변화

를 path length 1cm인 80μl flow cell이 설치된 HP8453 분 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측정된 pH-흡수스펙트럼 결과를 SQUAD 로그램에 용하여 속 

이온들의 착물 안정도 상수를 구하 다. 

     다. 방사선 조사

 연구소 내 방사선 조사 시설을 활용하여 AHA의 방사선 조사 향 실험을 

수행하 다. 조사 선원으로는 Co-60 감마선(163,000 Ci, 143 Ci)을 사용하여 상온

에서 조사하 으며, 조사 시험을 해 각 질산 농도 변화에 따른 AHA 용액을 

20mL 섬  계수기용 유리용기에 담은 후 조사 시켰다. AHA는 조사가 안 되더라

도 질산 용액에서 가수분해가 일어나므로 시료를 제조한 후 하나는 조사를 해, 

나머지 하나는 미조사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두개의 유리병에 분리하여 놓았다. 따

라서 방사선 미조사와 조사 시에 질산 용액 내에서의 가수분해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 다. 조사된 시료들은 곧 바로 회수하여 미조사 시료와 동시에 AHA 농

도를 측정하 다. 

     라. 분  석

 수용상의 U, Zr, Mo, Nd, Ce, Fe, Cs, Sr의 농도는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Model: ISA Jobinyvon JY 38 Plus)에 의해, 방

사성 동 원소인 Np-237은 MCA(Multichannel Analyzer, Model: Oxford Tenn 

Elec TC702, HP-Ge dectector)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한편 추출 시 분배비(/계

수)는 수용상과 유기상에 각각 존재하는 각 원소의 농도를 분석한 후 그 농도비

(D=COrg./CAq.)에 의해 계산되었다. AHA 농도는 본 연구에서 찰할 요한 요인 

의 하나로, 통상 Fe(III) 이온과 착물을 잘 형성한다. 한 착물 형성 시 UV- 

VIS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500nm 부근에서 일정한 peak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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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AHA 농도를 분석하 다. [Fe(III)]=0.1M, 

[HNO3]=1.0M에서 AHA 농도에 따른 UV-VIS 스펙트럼 변화를 측정한 결과가 

Fig. 3.1-1과 같이 얻어졌다. 503nm에서 최 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흡 도와 

AHA 농도 사이에는 선형 인 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3. 실험 결과  고찰

     가. REDOX  착화제 

Table 3.1-1은 지 까지 알려진 Np(VI)를 Np(V)로, Pu(IV)를 Pu(III)로 

환원시키는 주요 환원제들을 나타낸 것이고, Table 3.1-2는 Np(IV)와 Pu(IV)에 

한 착화제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Table 3.1-1. Reductants of Np and Pu. (literature survey)

Reagent Rate of Np(VI)⟶Np(V) Rate of Pu(IV)⟶Pu(III)

(CH3)2NNH2 23.4 sec 307 min

HOCH2CH2-NHNH2 9.1 sec 77.7 min

C6H5-NHNH2 0.9 sec 4.2 min

Hydroxylamine 9.7 sec 5 min

(CH3)2NOH 11.4 sec 13.9 sec

(CH3CH2)2NOH 2.04 min 5.6 sec

(CH3)2C-NHOH 1.17 min -

(CH3CH2CH2CH2)2NOH 2.77 min 18.1 sec

N,N-ethyl hydroxaylamine 8.3 sec 0.34 sec

HNO2 Instantaneous No reaction

H2O2 Instantaneous
Very rapid 

(mixture of (IV) &(III))

Acetohydroxamic acid Very rapid Very slow

Formohydroxamic acid 0.045 sec Very slow

Ascorbic acid -
Very rapid with

 NO2-scavenger

Isoascorbic acid -
Very rapid with 

NO2- scavenger

Semicarbazide - Very rapid

Hydroquinone - Rapid

Tropolone Rapid -

5-Methylsalicyclic acid 10 sec -

* Reaction times shown in minutes and seconds are for 99% completed of 

reaction in 1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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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UV-VIS spectra for Fe(III)AHA complexes

                      (a) at [Fe(III)]=0.1M, [HNO3]=1.0M 

                      (b) Standard calibra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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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Complexants of Np(IV) and Pu(IV). (literature survey)

Complexant Log K1 of Np(IV) Log K1 of Pu(IV)

Acetate - 5.31

Lactate - 2.43

Oxalate 8.68 8.74

Tartrate -

Citrate - 15.34

N-2-hydroxyethyl-iminodiacetate 12.97 -

NTA 17.28 13.83

EDTA 24.55 24.2

DTPA 30.33 29.5

N-(2-hydroxyethyl)-ethylenediamine 
N,N’,N’-triacetate

20.82 -

Benzohydroxamic acid 12.73 12.73

N-benzoylphenyl-hydroxamic acid - 11.50

Formohydroxamic acid
Similar to hydroxamic 

acid above
Similar to hydroxamic 

acid above

Acetohydroxamic acid 12.83 13.9

8-Hydroxyquinolone 11.4 -

Malonic acid 5.57 -

Methylmalonic acid 5.48 -

Dimethylmalonic acid 5.46 -

1,4-cyclohexane-dicarboxulic acid 5.48 -

Maleic acid 4.79 -

Glycolic acid - -

Pyruvic acid - -

a-picolinate 6.42 -

a-picolinate-N-oxide 6.42 -

Methylacetoacetate - 10.5

Catechol - 17.72

N,N-bis(2-hydroxyethyl)glycine -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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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환원제와 착화제들 에서 FHA (Formohydroxamic acid)와 AHA 등은 

매우 빠른 Np(VI) 환원속도와 Np(IV), Pu(IV)에 한 높은 착물 특성 그리고 카

르복실산과 하이드록실아민 등으로 분해되어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을 일 수 있는 

자연 친화  (CHON) REDOX 동반 착화제이다. [10] 

     나. TRU의 착물화  REDOX 특성

      (1) AHA의 착물화(complexation) 특성

  다성분 계 스펙트럼에서 Lambert-Beer Law를 따르는 경우 일반 으로 

MpLqHr 형태의 착물이 수용상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할 때 각 착물들의 안정도 상수

(stability constant)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rqp
rqp

pqr ]H[]L[]M[
]HLM[

=β

  SQUAD (Stability Quotients from Absorbance Data) 로그램은 흡수스펙트

럼 결과로부터 2개의 속이온과 2개의 리간드  proton 혹은 hydroxide 이온의 

MpMq'LrLs'Hj (j는 proton의 경우 양수, hydroxide 이온의 경우 음수) 형태의 착

물에 하여 안정도 상수를 구할 수 있는 로그램이다 [12]. 본 연구에서는 수용

상의 pH-흡수스펙트럼 결과에 SQUAD 로그램을 용하여 속 이온들의 착물 

안정도 상수를 구하게 된다. 

  Fig. 3.1-2는 산화가 +3가인 Ce3+이온과 AHA의 착물 형성으로 인한 스펙트럼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이때 [Ce
3+

]=0.003M과 [AHA]=0.015M이었으며 pH는 

0.99에서 9.4로 변화시켰다. 스펙트럼 280nm∼350nm 범 에서 Ce
3+ 

이온의 경우 

300nm 부근에서 하나의 peak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온강도 I=1.0에

서 발표된 자료들로부터 AHA의 해리상수는 pKa=9.15로 하여 SQUAD 로그램

으로부터 안정도 상수 β1=5.05, β2=10.60, β3=16.23를 얻었다 [13-14]. 

  Fig. 3.1-3은 [Nd3+]=0.04M과 [AHA]=0.24M의 경우 얻어진 결과로 pH는 3.22

에서 8.91까지 변화시켰다. pH 증가에 따라 525nm와 583nm에서 두 개의 peak 

값을 보여주고 있다. SQUAD로부터 얻어진 안정도 상수 값은 β1=5.90, β2=12.22, 

β3=18.58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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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Variations of UV-VIS absorption spectra of Ce
3+

-AHA with 

changes of pH at [NaClO4]=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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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3. Variations of UV-VIS absorption spectra of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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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of pH at [NaClO4]=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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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4는 UO2
2+

에 한 실험결과로, [UO2
2+

]=0.003M과 [AHA]=0.045M에

서 pH=1.12에서 5.02까지 AHA 첨가 후 매우 큰 흡 도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수용상에서 UO2
2+ 이온은 414nm에서 peak를 갖는다. 그러나 AHA 첨가에 

따라 매우 다른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SQUAD로부터 얻어진 안정도 상수 값

은 I=1.0에서 β1=7.22, β2=14.89, β3=22.51 이었다. 

  Fig. 3.1-5～Fig. 3.1-8은 Fe3+, Sr2+, Ni2+, Zr4+들에 하여 실험한 결과들을 나

타낸 것이다. 흡수스펙트럼 결과를 로그램 SQUAD을 이용하여 각 속이온들과 

AHA 사이의 착물 안정도상수를 구하 다. 

  이와 같이 얻어진 실험결과들과 문헌에 기 발표된 TRU-AHA 간의 착물 안정도 

상수 값을 Table 3.1-3과 같이 나타내었다. TRU-AHA 간의 착물 안정도 상수는 

Pu
4+

 >Np
4+ 

>U
4+ 

>UO2
2+

 >Am
3+ 

>NpO2
+ 

의 순서로 주로 산화가 +4가의 이온들

에 한 안정도 상수 값이 큼을 볼 수 있다.  

Table 3.1-3. Stability constants of metal ion-AHA complexes. 

속  이 온 β1 β2 β3 이 온 강 도

U
UO2

2+ 7.22 14.89 22.51 1.0

U4+ 12.25 22.24 30.11 2.0

TRU

Pu
Pu3+ 5.77 11.16 14.84 2.0

Pu4+ 13.9 24.1 32.2 2.0

Np

Np
4+

12.83 22.96 30.06 2.0

NpO2
+

4.83 8.11 2.0

NpO2
2+ 환원됨

Am Am3+ 5.85 11.17 15.48 2.0

란탄족 원소
Ce3+ 5.05 10.6 16.23 1,0

Nd3+ 5.9 12.22 18.58 1.0

이원소

Ni
2+

5.26 10.87 16.34 1.0

Sr
2+

8.95 18.26 27.82 1.0

Fe3+ 10.13 20.84 31.69 1.0

Zr4+ 9.08 18.49 27.9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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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Variations of UV-VIS absorption spectra of UO2
2+-AHA with 

changes of pH at [NaClO4]=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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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Variations of UV-VIS absorption spectra of Fe
3+

-AHA with 

changes of pH at [Fe3+]=0.0005M, [AHA]=0.004M and [NaClO4]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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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Variations of UV-VIS absorption spectra of Sr
2+

-AHA with 

changes of pH at [Sr2+]=0.08M, [AHA]=0.32M and [NaClO4]=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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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Variations of UV-VIS absorption spectra of Ni
2+

-AHA with 

changes of pH at [Ni
2+

]=0.005M, [AHA]=0.05M and [NaClO4]=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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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Variations of UV-VIS absorption spectra of Zr
4+

-AHA with 

changes of pH at [Zr
4+

]=0.02M, [AHA]=0.2M and [NaClO4]=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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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p(V)의 환원  Np(IV) 안정성

  Fig. 3.1-9는 모액을 희석하여 질산 농도 1M에서 Np의 농도 변화에 따

른 UV 흡수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617nm에서 약한 흡수도를 보이고 980nm

에서 략 200 M
-1

cm
-1

의 몰 흡  계수(molar absorptivity) 값을 나타내고 있는 

Np(V)만의 흡수스펙트럼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흡 도와 Np(V) 농도와의 

계를 상 시켜 [Np(V)]=3.945x10-3 x Absorbance의 식을 얻을 수 있었다. Np 

(V)은 하이드라진(N2H4), 과산화수소, 하이드록실아민(NH2OH) 등에 의해 Np(IV)

로 환원되나 그 속도는 상온에서 매우 느려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한다. Fe(II)는 상

온에서 아주 강력한 환원제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 Fe(II)에 의한 Np(V)의 환원 시 

흡수스펙트럼 특징과 생성된 Np(IV)의 안정성에 하여 조사하 다.

       (가) Fe(II)에 의한 Np(V) 환원

    Fe(II)는 아래 식(1)과 같이 Np(VI)와 Np(V)를 환원 시킨다 [15].

++++ +⇔+ 3
2

22
2 FeNpOFeNpO (1)

OH2FeNpH4FeNpO 2
342

2 ++⇔++ +++++
        (2)

  식(1)은 Np(VI)의 환원반응이 일반 으로 매우 빠르고 쉽게 일어나므로 Np-O결

합을 깨야하는 식(2)가 Np(IV)로의 환원 반응에서 속도 결정식이 된다. Bond 등 

[15]은 Np(V)의 환원 속도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 다.   

38.1
132 ]H)][II(Fe)][V(Np[k

]H[
)]III(Fe)][IV(Np[k)]V(Np[

dt
d +

+ −=
(3)

  상온과 질산 농도 1M에서 Fe(II)에 의한 Np(IV) 환원속도 상수는 k1=15.7M
-2.38 

/min의 값을 갖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식(2)의 역반응인 Fe(III)에 의한 Np(IV)의 

산화도 함께 일어나기도 한다. 이때 속도상수는 상온에서 k2=1.71M
2

/min이다[17]. 

이에 따라 식(3)은 [Fe(II)]o와 [Np(V)]o를 기농도라 할 때 [Fe(II)]=[Fe(II)]o- 

[Fe(III)], [Np(V)]=[Np(V)]o-[Np(IV)], [Np(V)]=[Fe(III)] 계에 의해 아래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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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UV-VIS absorption spectra of Np(V) by dilution of stock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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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3

2
o

]H[
)])V(Np[)]V(Np([

71.1)]V(Np[
dt
d

+

−
=

( ) 38.1
oo ]H[   )]V(Np[)]V(Np[)]II(Fe[   )]V(Np[  7.15 ++−−     (4)

  질산 농도 1M, [Np(V)]=0.001M, [Fe(II)]=0.01M 일 때 5분과 50분에서 측정된  

흡수스펙트럼 결과를 살펴보면, Np(IV)의 흡수스펙트럼은 일반 으로 726nm와 

960nm 부근에서 흡 도 peak를 나타내는 데, 실험 결과에서는 980nm에서 큰 

Np(V) peak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960nm 부근에서 peak는 거의 나타나지 않

았는데, 이는 Np(V)가 완 히 환원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한편 [HNO3]= 

1.0M, [Np(V)]=0.005M, [Fe(II)]=0.025M인 경우도 Np(IV)로 일부만이 환원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Fe(II)]=0.05M로 하는 경우 [Np(V)]=0.001M에서 Fig. 

3.1-10과 같이 Np(V)가 5분 이내에 Np(IV)로 환원이 되어 726nm와 966nm에서 

peak를 보이는 Np(IV) 흡수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이는 Np(V)의 환원식(4)를 통

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g. 3.1-11은 [HNO3]=0.8M, [Np(V)]=0.001M 일 때 여

러 가지 Fe(II) 농도에서 식(4)에 의해 계산된 Np(V)의 농도를 나타낸 것으로 

Fe(II) 농도가 0.01M 에서는 Np(V)의 환원이 100% 완 하게 되지 않는 다는 것

을 보여 다. 한편 질산농도에 따라서도 Np(V)의 농도 변화를 계산하여 본 결과를 

Fig. 3.1-12에 나타내었다. 질산 농도가 낮은 경우 완 한 환원이 일어나지 않음을 

측할 수 있다. 

       (나) Np(IV)의 안정성 

    질산 매질에서 Np(IV)는 다소 불안정하여 쉽게 Np(V)로 산화가 일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3.1-13은 질산 농도 0.8M, Np(V) 농도 0.001M 

일때 Fe(II) 0.05M에서 환원된 Np(IV)의 안정도를 확인하기 해 Fe(II) 첨가 시

으로부터 UV-VIS 흡수스펙트럼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측정한 결과이다. Fe(II)

에 의해 매우 빠르게 Np(IV)로의 환원이 일어나 첨가 5분 후에 측정한 흡수스펙트

럼 결과 부 Np(IV)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5분에 측정된 흡수스펙트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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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 UV-VIS absorption spectra of Np at [Fe(II)]=0.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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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11. Plot of [Np(V)]/[Np(V)]o vs. time in various Fe(II) 

concentrations at [HNO3]=0.8M and [Np(V)]=0.00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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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12. Plot of [Np(V)]/[Np(V)]o vs. time in various nitric acid 

concentration at [Fe(II)]=0.05M  and [Np(V)]=0.00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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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nm에서 약간의 피크(peak)를 나타내기 시작하 고 계속 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980nm에서의 흡 도는 증가하고 966nm에서의 흡 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로부터 환원된 Np(IV)이 Fe(II) 첨가 후 략 15분경부터 계속 으로 산

화되기 시작하여 약 4시간 지난 후 98% 이상 Np(V)로 산화가 일어남을 확인하

다. 환원된 Np(IV)는 질산 수용액상에서 쉽게 산화가 일어나는 데 질산 용액 에 

존재하게 되는 아질산(HNO2)이 그 주요 이유로 알려져 있다 [18]. 아질산에 의한 

산화반응을 방지하기 해서는 안정제 등의 사용이 필요한데 일반 으로 Purex에

서는 sulfamic acid와 하이드라진 등을 사용하고 있다. 

  Fig. 3.1-14는 질산 농도 0.8M, Np(IV) 농도 0.001M, Fe(II) 농도 0.05M에서 

하이드라진 0.02M을 첨가한 경우 시간 변화에 따른 UV-VIS 흡수스펙트럼의 변화

를 살펴본 것으로 3일 이상까지 726nm와 966nm에서 피크를 보이는 매우 안정된 

스펙트럼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하이드라진의 첨가로 환원된 Np(IV)가 매우 

안정 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3) AHA에 의한 Np(VI)의 환원반응속도 

       (가) Np(V) 산화  Np(VI) 안정성

    Np(V)의 Np(VI) 산화제로는 K2Cr2O7를 사용하 다 [19]. 먼  Np(V) 

수용상에서 K2Cr2O7에 의해 산화 생성된 Np(VI)의 UV-VIS 흡수스펙트럼을 조사

하여 보았다. 용액 내 [HNO3]=1.0M, [Np(V)]=0.005M, [K2Cr2O7] =0.025M이 되

도록 한 후 시간 변화에 따른 흡수스펙트럼을 190∼1100nm 구간에서 조사하 다. 

Np(VI)는 1223nm 부근에서 스펙트럼 피크를 보이므로 본 연구의 측정 범 에서 

피크는 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Np(V)는 980nm에서 스펙트럼 피크를 나타내는 

데 산화제 첨가에 의해 이 피크가 사라짐에 의해 Np(V)가 산화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K2Cr2O7에 의해 산화된 Np(VI)는 시간에 따라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매우 

안정함을 보 다. 

  Fig. 3.1-15는 산화된 Np(VI) 용액에 AHA 첨가 향을 알아보기 해 AHA 

0.01M을 첨가한 후 나타나는 흡수스펙트럼 변화를 시간에 따라 살펴본 것이다. 

기 Np(VI) 농도의 약 20%가 Np(V)로 환원되었으나 일정 시간 후 다시 Np(VI)로 

산화가 일어남을 확인하 다. 이는 AHA 첨가에 의해 Np(VI)가 Np(V)로 환원되나 

용액 에 존재하는 산화제인 K2Cr2O7에 의해 다시 산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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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14. Variations of UV-VIS absorption spectra of Np with time 

after addition of [Fe(II)]=0.05M and [N2H4]=0.0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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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환원 실험을 한 Np(VI)는 산화제가 공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나) Np(VI)의 환원반응속도 

   AHA와 비슷한 FHA에 의한 환원 반응식은 각각에 해 1차 반응으로 

알려져 있고, AHA 한 이와 비슷하게 다음과 같은 환원 반응식으로 [20]

     2NpO2
2+

 + 2CH3CONHOH → 2NpO2
+ 

+ 2CH3COOH + N2 + 2H
+  

(5)

환원반응 속도식은 일정한 산 농도에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HA][NpO[k

dt
]NpO[d

2

2
2 +

+

=−
(6)

  Fig. 3.1-16(a)는 [HNO3]=1.0M에서 [Np(VI)]o=0.00132M이고, AHA 기 농

도가 0.0024∼0.01M로 변화할 때 시간에 따른 Np(VI)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반응이 매우 빨라서 10  이내에 거의 모든 Np(VI)가 Np(V)로 환원되었다. 

AHA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빨리 Np(VI) 농도가 감소하 다. 한 Fig. 

3.1-16(b)는 [AHA]o=0.006M이고, Np(VI) 기농도가 6.5x10
-4
∼3.51x10

-3
M로 

변화할 때 시간에 따른 Np(VI)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식(6)의 2차 반응식

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리되며 

    kt
)]V(Np[]AHA[
)]V(Np[)]VI(Np[

)]VI(Np[
]AHA[

ln
]AHA[)]VI(Np[

1

O

O

O

O

OO

=⎟⎟
⎠

⎞
⎜⎜
⎝

⎛
−
−

⋅
−

(7)

시간 t와 식(7)의 왼쪽 값을 plotting 하면 기울기가 k인 직선으로 나타난다. 

  Fig. 3.1-17는 질산 농도 1.0M과 온도 25℃에서 [Np(VI)]o=6.5x10
-4

M이고, 

[AHA]o=6.0x10
-3

M 일 때 시간 변화에 하여 식(7)의 왼쪽 값과의 상 계를  

표시한 것으로 기울기가 k 로 193.0의 값이 얻어졌다. 

  Table 3.1-4에는 각각의 Np(VI)와 AHA 농도에서 구한 k 값을 나타낸 것으로 

질산 농도 1.0M과 온도 25℃에서 평균값 k=191.2±11.2 M
-1

s
-1

을 얻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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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nd [HNO3]=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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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ton [20] 등이 질산농도 2.0M에서 FHA에 해 구한 1174 M
-1

s
-1 

보다는 작

은 값이나 하이드록실아민, 하이드라진 등 다른 환원제들과 비교하여서는 매우 큰 

속도상수 값이다. 

Table 3.1-4. Rate constants of Np(VI)-AHA reaction at [HNO3]=1.0M. 

[Np(VI)]o (M) [AHA]o (M) k (M-1s-1)

1.32 x 10-3 2.4 x 10-3 201.8

1.32 x 10-3 4.0 x 10-3 191.2

1.32 x 10-3 6.0 x 10-3 182.4

1.32 x 10
-3

1.0 x 10
-2

173.3

6.5 x 10
-4

6.0 x 10
-3

193.0

2.12 x 10-3 6.0 x 10-3 187.2

3.51 x 10-3 6.0 x 10-3 209.3

평균 191.2±11.2

 

 

     다. AHA의 가수분해  방사선 열화 특성 규명 

      (1) AHA의 가수분해 

  AHA는 25℃, I=1.0에서 산 해리상수 pK=9.15의 값을 갖으며, AHA는 

친수성의 CHON형의 착화제로 산 용액에서 가수분해에 의해 산과 하이드록실아

민이 생성되는데 산 농도에 따라 분해반응은 아래와 같다.

       CH3CONHOH + H2O + H
+
→ CH3COOH +NH3OH

+
 (8)

이때 가수분해 반응 속도식은 아래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H][AHA[k
dt

]AHA[d +=−
     

 ]AHA[k′= , where k'=k [H
+

]  (9)

  Fig 3.1-18은 각 질산농도에서 시간에 따른 log([AHA]/[AHA]o)를 나타낸 것으



- 128 -

Experimental time (min)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A
H

A]
/[A

H
A]

o

0.1

1.0

0.267 
1.0
2.0
3.0
4.0

[HNO3], (M)

  Fig. 3.1-18. Log([AHA]/[AHA]o) vs. experimental time at various nitric 

acid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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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울기 k'의 직선으로 표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수분해 반응

이 AHA 농도에 해 1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질산농도에서 얻어진 k'를 질

산농도에 해 그려보면 Fig. 3.1-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 데 이때의 기울기가 

k 값이 된다. 따라서 이 때 k=0.0015(mol/L.min) (25˚C, 질산농도 4.0M 이하) 값

이 얻어졌다. 이는 Taylor and May[9]에 의해서 얻어진 k=0.00205 (mol/L.min) 

과 비교하면 약간 낮은 값이다 [11]. 그러나 그들의 경우 결과에 한 실험자료 등

을 제시하지 않았다. 얻어진 k 값은 산 농도 0M에서 k'=0인 것으로 고려한 것이

다. 실제로도 산이 없는 경우 AHA의 가수분해는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 다. 

  한편 반응 식(9)의 온도 향을 살펴보기 하여 같은 실험을 45˚C까지 같은 방

법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Fig. 3.1-20은 온도 변화에 따른 k 값의 변화를 나타낸 

Arrhemius plot으로부터 얻어진 활성화 에 지 값은 Ea=81.4 kJ/mol 이었다. 이 

값은 Taylor and May[9]가 구한 79.9±2.9 kJ/mol과 매우 비슷한 값이다.   

      (2) AHA의 방사선 열화 

  AHA가 방사선에 의한 향을 받을 때 흡수선량 5x102Gy～1x105Gy 범

에서 각 흡수선량에서 7시간 조사를 한 경우 8x10
3 

Gy 이하의 방사선량에 의한 

AHA 분해속도 증가 향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이상에서는 격한 AHA 

분해속도가 방사선에 의해 증가하는 결과가 얻어졌다. (Fig. 3.1-21 참조)

     라. TRU 단일성분 계의 환원  착물 반응 동반 추출 특성

      (1) TBP에 의한 우라늄 추출

          Fig. 3.1-22은 30% TBP/NDD에 의한 수용상 내 질산 농도 변화에 따

른 U의 분배계수이다. 추출  수용상의 U 농도는 1.42g/L 으며, 수용상과 유기

상 비(O/A 비)를 1로 하여 실험하 다. 질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분배계수가 증

가하여 4.0M에서 40 정도로 가장 큰 값을 나타냈다. 이는 U 추출이 아래와 같은 

반응식에 의해 추출이 되는 데, 질산 농도는 NO3
-

의 농도를 증가시키므로 분배계수

는 증가한다.

 UO2
2+

(aq) + 2NO3
-

(aq) +2TBP(org) ⇔ [UO2(NO3)2․2TBP](or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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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HIS code는 다단 용매추출 장치에서 질산, U, Pu의 농도 분포를 계산하는 

것으로 사용된 분배계수 계산식은 실제 값을 잘 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SEPHIS code의 분배계수 계산식만을 이용 추출 후 수용상의 농도가 

1.0g/L일 때 계산된 UO2
+2

의 분배계수 값을 같이 나타냈었다. 계산된 결과는 실험

치과 비슷한 크기와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3.1-23은 O/A=1에서 각 질산 농도에서 U 추출에 미치는 AHA 첨가 향

을 살펴 본 결과이다. 질산 농도에 계없이 AHA 농도를 0.5M까지 증가시키더라

도 U 추출에는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추출 시 U은 UO2
2+

의 6

가로 존재하며 AHA에 의한 환원이 일어나지 않음에 따라 추출에 향을 미치지 

않으며, 한 UO2
2+

-AHA간의 착물에 의한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U의 연속 추출 정도를 살펴보기 하여 U 농도가 93g/L인 용액을 30% 

TBP/NDD로 cross-current 방법에 의해 연속 추출하는 경우 U 농도 변화를 추출 

단에 따라 구한 결과를 Fig. 3.1-24에 나타냈다. 추출 단이 증가함에 따라 수용상

의 U 농도는 격히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질산 농도 1.0M이고 U의 기 농도가 

93g/L일 때 5단 추출 후에 얻어진 수용상 U 농도는 0.009g/L로서 U의 99.99%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TBP에 의한 Np(VI)와 Np(IV) 추출

          Np(VI)와 Np(IV)는 질산매질에서 TBP에 의해 추출될 때 아래와 같은 

반응식에 의해 추출되어 질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분배비가 증가하게 된다. 

NpO2
2+

(aq) + 2NO3
-

(aq) +2TBP(org)  ⇔  [NpO2(NO3)2․2TBP](org)       (11)

Np
4+

(aq) + 4NO3
-

(aq) +2TBP(org)  ⇔  [Np(NO3)4․2TBP](org)         (12)

  Fig. 3.1-25는 지 까지 수행된 30% TBP/NDD에 의한 Np(IV)와 Np(VI)를 질

산 수용액으로부터 추출할 때의 분배비들이다 [21]. 체 으로 Np(VI)가 Np(IV) 

보다 다소 높은 분배비를 보이고 있으나 질산 농도가 7M 이상 되는 경우 Np(IV)

의 분배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Np(VI)의 분배비는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4～5M 부근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Np(IV)의 경우는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다 약 8M 부근에서 가장 높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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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3. Distribution ratio of U(VI) with AHA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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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25. Distribution Ratio of Np(IV) and Np(VI) with nitric acid 

concentration of equilibrium aqueous phase at 2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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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g. phase : 30% TBP in an alkane diluent 

                - Aq. phase : >0.0001M Np(IV) and Np(VI)-nit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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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다가 그 이상에서는 분배비가 감소하 다.

  Fig. 3.1-26은 Np(VI)와 Np(IV)의 추출에 미치는 AHA 첨가 향을 살펴 본 

결과이다. 질산 농도 1M 일 때 Np(VI)의 분배비는 6.3이었다. 그러나 AHA를 첨

가함에 따라 Np(VI) 분배비는 크게 감소하여 AHA 농도 0.1M이상에서 DNp(VI)가  

0.01 이하를 보이고 있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Np(VI)의 AHA에 의한 환원속도

상수가 k=191.2±11.2 M-1s-1와 같이 매우 큰 값으로 빠르고 쉽게 Np(V)로 환원되

는데 일반 으로 Np(V)의 TBP에 의한 추출 분배비는 0.01 이하의 매우 작은 값

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Np(VI)가 AHA 첨가에 의해 속한 환원이 일어

나 추출이 잘되지 않는 Np(V)가 됨으로써 Np(VI)의 분배비가 매우 작은 값을 보

이는 것이다. 그러나 AHA 농도에 따른 향은 본 연구 실험 범 에서는 큰 변화

를 보이지 않고 AHA 농도에 따라서 거의 일정한 분배계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0.002M 이상의 AHA 첨가 시 Np(VI)의 거의 부분이 Np(V)로 환원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AHA가 Np(IV) 추출에 미치는 향은 질산 농도 1M, [AHA]= 

0.0M에서 Np(IV) 분배비는 약 1.0이었으나 AHA의 첨가에 따라 지속 으로 감소

함을 보 다. 이는 Np(IV)-AHA 착물 안정도 상수가 β1=12.83으로 높은 값으로 

수용상에서 착물화 되어 수용상에 남아 추출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Fig. 3.1-27은 Fe(II)에 의해 환원된 Np(IV)가 966nm에서 Np(IV) UV 스펙트

럼 피크를 나타낸 것으로 AHA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스펙트럼 피크가 증가하며 

0.2M에서는 973nm로 이동하 다. 이는 Np(IV)가 AHA와 착물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 다성분 계에서 환원/착물 반응 동반 U/TRU의 추출 특성

      (1) 다성분 계에서 우라늄
 

추출

      Fig. 3.1-28은 U과 Ce, Nd, Mo, Zr, Fe, Sr, Ni, Pd 등을 포함하여 10 

성분 계로 구성된 용액 (U-sol'n)으로부터 30% TBP/NDD을 이용하여 U을 추출

할 때 U(VI)과 각 원소의 분배비를 구한 결과이다. 여기서 각 성분의 농도 값은 

Table 3.1-5와 같다. U(VI)는 식(10)에 따라 추출이 일어나 질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분배비도 증가하나 +2가나 +3가 혹은 +4가의 원소들은 TBP에 한 분배비

가 매우 작아 질산농도가 증가하여도 거의 추출이 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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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26. Distribution ratio of Np(VI) and Np(IV) with AHA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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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7. UV-VIS absorption spectra of Np(IV) at [HNO3]=1.0M.

   - Np(V) reduced by Fe(II)

      - Peak shift by complexation of Np(IV)-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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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8. Distribution ratio of U(VI) with nitric acid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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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5. Chemical compositions of simulated multi-component solution 

at [HNO3]=1.0M.

Sol'n 

No.

용액 농도 (M)

U(g/L) Np Ce Nd Mo Zr Fe Sr Ni Pd Ru

Me-1 0.001 0.033 0.0434

Me-2 0.001 0.012

Me-3 0.001 0.069 0.038

Me-4 0.001 0.0165 0.006

Me-5 0.001 0.018

Me-6 0.001 0.034

Me-7 0.001 0.018 0.034

Me-8 0.001 0.033 0.0434 0.012 0.069 0.038

Me-9 0.001 0.033 0.0434 0.012 0.069 0.038 0.0165 0.006

Me-10 0.001 0.033 0.0434 0.012 0.069 0.038 0.0165 0.006 0.018 0.034

Me-11 0.001 0.033 0.0434 0.012 0.069 0.0165 0.006 0.018 0.034

U-sol'n 93 0.033 0.0434 0.012 0.069 0.038 0.0165 0.006 0.018 0.034

U +
elements

93 0.001 0.033 0.0434 0.012 0.069 0.038 0.0165 0.006 0.018 0.034

  Fig. 3.1-29는 다성분 계에서 질산 농도 1.0M일 때 수용상의 U 기 농도변화

에 따른 U의 분배비를 나타낸 것으로 식(10)에 따르면 수용상 의 U 농도 변화는 

U의 분배비에 향을 미치게 된다. U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분배비가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추출 시 자유 TBP 농도가 U 농도 증가에 따라 감소하므로 나타나

는 것이다.  

  Fig. 3.1-30은 질산 농도가 1.0M에서 10성분 계 용액에 해 AHA 첨가 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용액에 포함된 성분들과 각 성분들의 농도는 Table 3.1-5의 

U-sol'n와 같다. 질산 농도 1.0M에서 U(VI)의 분배비는 DU(VI)=3.2 인 데 AHA를 

0.4M까지 첨가하여도 분배비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며, Ce, Nd, 

Mo, Zr, Fe, Sr, Ni, Pd 등의 경우도 AHA 첨가에 따른 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AHA가 다성분 계에서 U  기타 원소들의 추출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2) 다성분 계에서 Np(VI)
 

추출 

      Np(VI) 단독의 추출 계에서 질산 농도 1.0M 일 때 분배비는 DNp(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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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9. Distribution ratio of U(VI) as a function of U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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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0. Distribution ratio of U(VI) with AHA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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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Fig. 3.1-26 참조) 이었다. 그러나 Table 3.1-5와 같이 Ce, Nd, Mo, Zr, 

Fe, Sr, Ni, Pd 등의 첨가 원소 갯수를 변화시키면서 Np(VI)의 분배비 실험을 한 

결과 Fig. 3.1-31과 같이 나타났다. 30% TBP/NDD로 Np(VI)을 추출 시 얻어진 

분배비는 DNp(VI)=5.8～6.8 범 로서 Np(VI) 단독의 결과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Np(VI)의 추출 시 기타 원소들의 향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AHA의 첨가 시 향을 살펴보면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Fig. 

3.1-32에서 보면 Np(VI)가 AHA에 의해 격히 Np(V)로 환원됨에 의해 분배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HA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Np(VI)의 분배비는 격

히 감소하여 AHA 농도가 0.4M 일 때 분배비는 0.01 정도로 감소하 다. 그러나 

Fig. 3.1-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Np(VI) 단독의 경우와 10성분 계(Me-10) 혹은 

U을 포함하여 11성분 계 용액(U+elements)들에 한 AHA의 첨가 시 향을 살

펴보면 Me-10이나 U+elements 용액의 경우 Np(VI) 단독으로 있는 경우 보다 분

배비 값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성분 계에서 얻어진 분배비는 Np(VI) 단독

의 추출 계와 비교하여 같은 AHA 농도에서 보다 높은 분배비 값을 보여주고 있

다. 이는 다성분 계에서 존재하는 원소들의 향으로 사료되는 데 AHA와 기타 원

소들 간의 착물 형성 등으로 Np(VI)를 환원시키는데 AHA 향을 감소시키는 역

할을 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U과 Np이 공존한 경우에 Np(VI)의 추출에 

U의 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다성분 계에서 Np(IV)
 

추출

  Ce, Nd, Mo, Zr, Fe, Sr, Ni, Pd 등 원소 수를 변화시키면서 Np(VI)의 

분배비 실험을 한 결과를 Fig. 3.1-33에 나타냈다. 실험 시 각 원소들의 농도는 

Table 3.1-5와 같다. 30% TBP/NDD 추출 시 얻어진 Np(IV) 단독의 분배비는 

DNp(IV)=1.0 (Fig. 3.1-26 참조)이었다. 다성분 계에서 Np(IV)의 분배비는 약간 높

은 약 1.0～1.2를 보이고 있는 데, 체 으로 첨가 원소 수가 많은 경우 그 값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성분 계에서 AHA의 첨가 향을 살펴본 결과 Fig. 

3.1-3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Np(IV) 이온이 AHA와 착물화 되어 수용액상에 존

재하게 되고 이들 착물들은 30% TBP/NDD에 의해 추출이 되지 않음으로 Np(IV)

의 분배비를 감소시키게 된다. 그러나 다성분 계에서 얻어진 분배비는 Np(IV) 단

독의 추출 계에서와 비교하여 같은 AHA 농도에서 보다 높은 분배비 값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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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 Distribution coefficient of Np(VI) at [HNO3]=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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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 Distribution ratio of Np(VI) with AHA concentration.



- 148 -

Solution No.

M
e-

1

M
e-

2

M
e-

3

M
e-

4

M
e-

5

M
e-

6

M
e-

7

M
e-

8

M
e-

9

M
e-

10

M
e-

11

D
is

tri
bu

tio
n 

co
ef

fic
ie

nt
 o

f N
p(

IV
)

0.0

0.2

0.4

0.6

0.8

1.0

1.2

Fig. 3.1-33. Distribution coefficient of Np(IV) at [HNO3]=1.0M. 



- 149 -

AHA concentration (M)
0.0 0.1 0.2 0.3 0.4

D
is

tr
ib

ut
io

n 
ra

tio
 o

f N
p(

IV
)

0.0

0.3

0.6

0.9

1.2
Np(IV) only 
Me-10 
Me-11 
U+elements

  

Fig. 3.1-34. Distribution ratio of Np(IV) with AHA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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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는 다성분 계에서 존재하는 원소들과 AHA간의 착물 형성 등으로 인하

여 Np(IV)와 착물을 형성하는 AHA 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한편 U과 Np이 공존한 경우에 Np(IV)의 추출에 미치는 U 향은 나

타나지 않았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분 계(Me-10) 혹은 U을 포함하여 11

성분 계 용액 (U+elements)들에 한 AHA의 첨가 시 향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Np(IV)의 추출에 미치는 U의 공존 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U/TRU의 상호 분리 최  조건 결정  분리도 평가

 최근 SF 련 연구는 SF의 부피 감용으로 인한 처분 비용 감소  자연 

친화  핵확산 항성을 갖는 공정 개발을 심으로 하고 있다. TRU는 Np과 Pu, 

그리고 Am, Cm 등의 +3가 악티나이드 들이 주요 핵종으로 U 추출(고순도 분리) 

시 이들 원소들의 추출을 억제 하는 것이 요하고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와 같

은 연구 방향에서 REDOX를 동반하는 착화제 사용에 의해 U 추출 시 Np, Pu과의 

상호 분리도를 향상시키고 한 환경 친화 이며 핵확산에 항성이 있는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AHA는 매우 빠른 Np(VI) 환원 속도와 Np(IV), Pu(IV)에 한 

높은 착물 특성 그리고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을 폭 으로 일 수 있는 자연친화

(CHON) REDOX 동반 착화제로서 우수하다. 

  Tc은 장수명 핵종으로 처분 안정성 측면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원소  하나이다. 

30% TBP/NDD에 의한 U의 추출 시 Tc도 같이 공추출 한다. 질산 수용액에서 

Tc의 추출 분배비는 질산 농도 1.0M 부근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질산 농도가 더 

증가함에 따라 격하게 감소한다. AHA는 산 용액에서 가수분해가 일어나며 (속

도상수 k=0.0015 mol/L.min), 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수분해 속도도 증가한

다. 기존 U의 추출 공정에서는 2M 이상의 질산 농도에서 조업하는 것이 좋다고 하

으나, 첨가되는 AHA의 가수분해를 이고 U과 같이 Tc을 추출하기 해 가능

한 산 농도를 낮추어 Tc의 회수 측면에서 질산 농도를 1.0M 정도로 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하다. 

  U의 경우는 분배비를 높이기 하여 질산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 질산 농

도 1.0M에서 분배비는 U 농도 93g/L에서 약 DU(VI)=3.2 (Fig. 3.1-28 참조) 다. 

이와 같은 분배비를 기 으로 할 때 상비(O/A)를 3, 단 수를 5단 정도로 하여 다

단 추출을 할 경우 U의 추출율 99.99% 이상을 쉽게 얻을 수 있다. U 분배비는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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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에 따라 변하여 U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U의 분배비는 크게 증가하게 되어

(Fig. 3.1-29 참조) 다단 추출 시의 추출율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한편 SF 에 포함된 TRU인 Np의 경우 질산 매질에서 Np(IV), Np(V), 

Np(VI)의 형태로 존재하나 주로 Np(V) 상태이나 일부는 Np(IV), Np(VI)로 존재

하여 U 추출 시 같이 추출 될 수 있다. 따라서 U 추출 시 Np의 동반 추출을 최

한 이기 해서는 AHA와 같은 환원동반 착화제가 매우 효과 이다. AHA는 수

용상에서 Np(IV)와 착물을 형성(β1=12.8)하고 한 일부 공존하고 있는 Np(VI)는 

Np(V)로 환원시킴으로써 Np이 U과 추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상호 분리도를 증

가시키게 된다.

  한편 Pu의 경우는 수용상에서 주로 Pu(IV)로 존재하는데 이는 Np(IV)와 비슷하

게 TBP에 잘 추출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Pu(IV)의 경우 AHA와의 착물 안정

도 상수가 Np(IV)보다 큰 β1=13.9로서 수용상에서 AHA와 착물을 형성함에 의해 

추출이 억제되고 한 Pu(III)로의 환원도 느리지만 일어남으로써 수용상에서 

Pu(IV)가 추출이 되는 것을 막는다. 다성분 계 실험결과 (Fig. 3.1-32, Fig. 

3.1-34 참조)를 볼 때 AHA 농도는 가능하면 높게 유지 될수록 Np의 동반추출 억

제에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4. 결   언

     가. TRU의 착물화  REDOX 특성

         AHA는 Np(VI)의 매우 빠른 환원속도와 Np(IV), Pu(IV) 등에 한 높

은 착물 특성을 가지는 자연친화  (CHON 형) REDOX 동반 착화제이며, Np(VI)

의 환원 반응식과 속도식은 다음과 같으며, 질산 농도 1.0M, 온도 25℃에서 속도상

수 평균값은 k=191.2±11.2 M
-1

s
-1

이다.

       2NpO2
2+ + 2CH3CONHOH → 2NpO2

+ + 2CH3COOH + N2 + 2H+  

               - d [NpO2
2+]/dt = k [NpO2

+] [AHA]

     나. AHA의 가수분해  방사선 열화 특성 규명

         가수분해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은 다음과 같으며, 질산 농도 4.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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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25℃에서 속도상수 값은 k=0.0015 (mol/L․min) 이었으며, 활성화 에 지 

Ea=81.4 kJ/mol 이었다. 

           CH3CONHOH + H2O + H
+ 
→ CH3COOH +NH3OH

+
 

             - d [AHA]/dt = k [AHA] [H
+

] = k' [AHA]

한편 AHA는 방사선량 8x103 Gy 이하에서는 안정하나, 그 이상에서는 AHA의 분

해속도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

     다. 환원/착물 반응 동반 TRU의 추출 특성

      (1) U의 분배비는 질산 농도에 따라 증가하지만, AHA의 첨가 유무  농도

에는 향이 없었다. 질산 농도 1M, U의 농도 93g/L인 용액을 cross-current에 

의해 연속 5단 추출할 시 수용상 내 U의 농도는 0.009g/L로서 U의 99.99% 이상

을 회수할 수 있었다. 

      (2) AHA 첨가 시 Np(VI)는 쉽게 Np(V)로 환원되어 분배비가 크게 감소하

여 AHA 농도 0.1M 이상에서는 0.01 이하의 분배비를 보 다. 한편 Np(IV) 분배

비는 AHA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 약 1 정도 이었으나 AHA와 Np(IV)간의 착물 

형성에 의해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라. 다성분 계에서의 환원/착물 반응 동반 U/TRU의 추출 특성

      (1) U과 Np 이외에 Ce, Nd, Mo, Zr, Fe, Sr, Ni, Pd 등이 함유된 다성분 

계에서 U의 추출 시 공존 원소들의 향은 없었으며, AHA에 의한 향 한 나타

나지 않았다. 

      (2) 다성분 계에서 Np(VI)  Np(IV)의 분배비는 각각 공존원소와 AHA 간

의 착물 형성으로 AHA의 농도가 감소되어 Np(VI)  Np(IV)의 단독 경우와 비

교하여 볼 때 보다 높은 분배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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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An(+3)/Ln(+3)의 고산도 공분리

    1. (DMDBTDMA-DHOA)/NDD-HNO3 추출 계에서 Am/ 

RE의 공추출  역추출 

     가. 서  언

         고 폐기물(HLW : High-Level radioactive Waste)은 발생원에 따라 

산도  존재하는 핵종의 종류, 농도 등이 다소 달라질 수도 있으나 통상 3M～5M

의 질산매질에 미량의 U(uranium)과 Pu(plutonium) 그리고 Np(neptunium), Am 

(americium), Cm(curium) 등의 장수명 핵종이 존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Am, Cm

과 화학  성질이 유사한 희토류 원소(RE : rare earth element), 유용 원소로 재

활용이 가능한 Tc(technetium)  백 족 원소, 부식생성물  기타 핵분열생성물

(fission product) 등이 함유되어 있다 [1,2]. 이  산화가 +3가의 악틴족 원소 (이

후 An(+3)으로 표기)인 Am, Cm 등은 RE (Nd, Ce, Eu 등의 란탄족 원소(이후  

Ln(+3)으로 표기)에 Y 등이 포함)와 거의 화학  성질이 유사하여 이의 상호분리

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분리 방법으로도 용매추출법, 침 법, 흡

착법, 이온교환법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3-7], 주로 용매추출법을 근

간으로 하여 여러 가지 공정이 개발되고 있다. Am/RE를 분리하기 한 추출제로 

DEHPA (di-(2-ethylhexyl) phosphoric acid), DIDPA (diisodecyl phosphoric 

acid), CMPO (n-octyl (phenyl)-N,N-diisobutyl carbamoylmethyl phosphine 

oxide), TRPO (trialkyl phosphine oxide), DMDBTDMA (dimethyldibutyltetra 

decyl malon amide) 등이 제안되고 있으며 [7], 이 에서 고산도의 질산 용액을 

직  용하여, 탈질이나 희석 등에 의해 산도를 떨어뜨리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공정을 보다 간소화 시킬 수 있고,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을 폭 감소시킬 수 있는 

추출제로는 CMPO와 DMDBTDMA 등이 있다. 

  CMPO는 유기인산 계열의 추출제로서 가수분해  방사분해(radiolysis)에 의한 

분해 생성물들이 다른 악틴족(actinide) 원소나 이 원소의 추출력을 증가시켜, 

는 용매 내에서 침 물을 형성하여 분리 효율을 감소시키고 있다 [8,9]. 이외에도 

무기염 (inorganic salt)에 의한 용매재생 시 상당량의 2차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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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용 후 소각 처리할 경우 방사성 물질의 P2O5  H3PO4 등의 생성으로 유

리고화 처분 시 장기 건 성을 약화시킨다 [7-9]. 그러므로 최근에는 추출제 자체

에 인(p) 성분을 함유시키지 않고, 모두 소각(incineration) 처리가 가능하며, Am 

 Cm에 선택성이 좋고,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가수분해  

방사분해 생성물이 추출 공정 반에 별 향을 끼치지 않는 CHON이나 CHN의 

원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추출제의 개발 [8-10]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MDBTDMA(CH3C4H9NCO)2CHC14H29)는 랑스에서 개발한 diamide 계열의 

CHON 추출제로서 비록 합성 수율은 나쁘지만 CMPO 보다 쉽게 합성할 수 있고, 

합성 비용 한 렴하다는 과 방사분해에 항성이 크며, 방사분해 생성물 한 

추출에 별 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등의 장 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Am에 

보다 친화 이며, 최종 사용 후 모두 소각 처리가 가능하고,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을 

폭 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친 환경  추출제로 각 을 받고 있다 [8-10]. 그러

나 아미드 계열의 추출제는 속이온의 부하(loading) 량  취 산도의 증가에 따

라 유기상 내 제 3상이 생성되는데, 이는 분리 효율  조업 반에 악 향을 끼쳐 

추출 계의 성능을 하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 추출제 농도, 온도  산도 등

을 조정하여 제 3상이 생성되지 않은 역에서 조업하거나, 희석제로 cyclohexane, 

decaline 등의 방향족(aromatic) 화합물을 사용하거나, 는 octanol 등의 상 보조

제(phase modifier)를 첨가하면 가능하다 [11]. 그러나 추출제 농도 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Am의 분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를 격히 감소시켜 분

리 효율을 폭 감화 시킨다. 이외에도 방향족 희석제의 경우 방사선 조사

(irradiation)에 한 안정성이 지방족(aliphatic) 희석제 보다 약한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7,12]. 

  그러므로 원자력 산업에서의 아미드 계열의 추출 계(system)는 통상 방사선량에 

한 안정성이 입증된 NDD (n-dodecane)나 TPH (tetrapropane hydrogenated)

와 같은 지방족 희석제를 사용한다. 이  TPH는 랑스에서 개발되어 사용되는 희

석제로 DMDBTDMA/TPH에 의한 Am/RE의 추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13,14]. 그러나 DMDBTDMA의 범용화를 추진하기 해서는 TPH 보다는 원자

력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NDD ( 는 kerosene)에 의한 연구가 요구되는데 

아직 NDD 용 시 형성되는 제 3상 방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DMDBTDMA/ 

NDD에 의한 Am/RE의 추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리고 지방족 희석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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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생성되는 제 3상 방지는 CHON 개념이 도입된 아미드 계열의 상보조제(/추출

제)를 첨가하여 극복하려는 것이 최근 추세이다. 이는 최종 사용 후 모두 소각 처

리하여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함이다. 아미드 계열의 상보조제의 특

성으로는 상보조제 첨가에 의한 Am의 추출율 감소를 보상하기 하여 다이아미드 

추출제에 의한 Am의 분배계수가 고농도 질산(4M 이상)에서 높다는 성질을 이용하

여 우선 으로 고산도 취 이 가능해야 하고, 한 고산도 분 기에서 가수분해에 

한 항성을 가지며 내방사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Smith 등[11] 

은 tetraalkyl malonamide-Am/RE 추출 계에서 상 보조제로 CHON의 dialkyl 

monoamide의 이용을 제안하 다.

  본 연구는 Am/RE의 공분리를 한 새로운 추출 계 즉, DMDBTDMA의 장

을 유지하면서, 희석제로는 통상 사용되고 있는 NDD에, 제 3 상의 생성을 방지하

기 한 상 보조제로 CHON의 DHOA(dihexyl octanamide)가 첨가된 새로운 

(DMDBTDMA-DHOA)/NDD 계를 개발하여 Am/RE의 공추출 거동을 규명하

다. 이때 DMDBTDMA  DHOA는 각각 자체 합성하여 사용하 다. 

  실험은 일차 으로 (DMDBTDMA-DHOA)/NDD 계에서 조업 변수(온도, 산도 

등)에 따른 제 3 상의 생성 여부를 확인하 다. 다음으로는 다성분 계에서 Am/RE

의 공추출  공존원소 특히, Am과 같이 거동하는 Fe (iron), Mo (molybdenum), 

Zr (zirconium)과 용매재생 시 문제가 되는 Ru (ruthenium) 등이 Am 추출에 미

치는 향과 이들 핵종의 추출 억제 가능성을 규명하 다. 마지막으로는 Am/RE의 

공역추출 특성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DMDBTDMA-DHOA)/NDD 계

에 의한 Am/RE의 공분리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나. 실  험

      (1) 모의용액 제조

          모의용액은 본 연구의 주 심 상 핵종인 산화가 +3가의 악틴족 원소 

An(+3)의 표원소로는 Am을, Ln(+3)(/RE)의 표원소로는 Ce (cerium), Nd 

(neodymium), Eu (europium) 등의 란탄족 원소와 Y (yttrium)을, 이외에 알카리 

속의 Cs (cesium), 알카리 토 속의 Sr (strontium) 그리고 용매추출 공정 반

에서 문제 핵종으로 작용하고 있는 Mo, Zr, Fe  Ru, 마지막으로는 다른 악틴족 

원소의 향을 비교하기 하여 첨가한 U 등이 함유된 다성분 계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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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액 제조 시 사용된 모든 시약 (Mo를 제외하고는 모두 질산염 형태로 Junsei 

제품)과 Mo, Fe, Ru 등의 추출 억제제로 사용한 옥살산 (oxalic acid)과 과산화수

소(H2O2) 그리고 Am/RE의 공역추출제로 사용한 질산 용액 등은 모두 Aldrich 제

품의 특  시약으로 추가 정제 과정 없이 직  사용하 다. 한편 Am과 Eu의 방사

성 동 원소는 미국의 IPL (Isotope Product Lab.)에서 2M 질산에 용해되어 있는 

Am-241과 Eu-152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 다. Table 3.2.1-1은 모의 용액 내 각 

원소의 농도 조성이다. 

Table 3.2.1-1. Chemical compositions and concentrations of the simulated 

HLW.

Element  Compound Concentration, (ppm)

Am Am-241 Tracer

La La(NO3)3 6H2O 157

Ce Ce(NO3)3 6H2O 205

Nd Nd(NO3)3 6H2O 286

Eu Eu-152 Tracer

Eu(NO3)3 5H2O 26

Y Y(NO3)3 4H2O 72

Cs Cs(NO3) 247

Sr Sr(NO3)2 73

Zr ZrO(NO3)2 101

Mo (NH4)6Mo7O24 4H2O 167

Fe Fe(NO3)3 9H2O 106

Ru Ru(NO)(NO3)(OH) 82

U UO2(NO3)2 6H2O 250

      (2) 추출용매 제조 

          추출 용매는 자체 합성한 DMDBTDMA(순도 99.5%)와 상보조제인 

DHOA(C20H41NO, 순도 99%)를 희석제인 NDD와 혼합하여 DMDBTDMA/NDD 

는 (DMDBTDMA-DHOA)/NDD 추출 계를 형성한 후 추출 조건에 맞는 질산 

용액과 평형 상태가 되도록 분액 깔 기에서 진탕하여 선평형(pre-equilibrium)  

시킨다. 그런 다음 상 분리하여 유기상만을 분리 여과지(Whatman, 1PS)를 통해 

미량 수분을 제거하여 비하 다.



- 157 -

      (3) 실험 방법

          모든 실험은 회분식으로 상온에서 수행하 다. 방법으로는 ① Am/RE의 

공추출은 20ml vial에 미리 제조된 모의용액과 추출제인 DMDBTDMA/NDD나 

(DMDBTDMA-DHOA)/NDD를, ② Am/RE의 역추출은 (0.5M DMDBTDMA+ 

0.5M DHOA)/NDD-4.5M HNO3-0.1M 옥살산 계  O/A(유기상의 부피/수용상

의 부피) 비=2에서 추출된 유기상과 산도의 질산 용액을 각각의 실험 조건에 맞

추어 일정량씩 취한다. 

  그런 다음 이를 온도와 시간조 기가 부착된 진탕기(dry air bath shaker, 국제

과학, model : 36-sin-100)을 이용하여, 약 60분간 진탕하여 완 히 평형이 이루

어지도록 한다. 그런 다음 유기상과 수용상으로 분리하여 수용상에 존재하는 속

이온  수소이온(H
+

)의 농도를 분석하여 수행하 다. 이때 유기상에 있는 속이

온  수소이온의 농도는 물질 수지식에 의해 계산하 다. 

      (4) 분석

          방사성 동 원소인 Am-241, Eu-152 농도는 MCA(multichannel 

analyzer, Model: OXFORD TC702, HPGe detector)를 이용하여, La, Ce, Nd, 

Eu, Y, Mo, Ru, Fe, Sr  U의 농도는 ICP (Inductive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Model : ISA Jobin-Yvon JY 50P and JY 38 Plus)를 이용

하여, 나머지 Cs의 농도는 A.A (Atomic Adsorption spectrophotometer, Perkin 

Elmer, Model: 3100)를 이용하여 각각 분석하 다. 그리고 수용상 내 질산 농도 

분석은 0.1N NaOH 표 용액을 정 용액으로 이용하여 자동 정 분석기 (model: 

Metrohm 716 DMS Titrino)로 각각의 수소이온 농도를 분석하여 측정하 다. 한

편 추출 분배계수(D), 추출율(E)  역추출율(S)은 유기상  수용상에 존재하고 

있는 각 원소의 농도를 분석하여 다음 식에 의해 각각 계산하 다.

D= COrg./CAq.,    E(%)= 100 x RD/(1+RD),   S(%)= 100-E         (1)

  여기서 COrg.  CAq.는 각각 유기상  수용상에서의 각 원소의 농도(mol/L)이

고, R은 O/A 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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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험 결과  고찰 

      (1) 제 3상 형성

          DMDBTDMA에 의한 Am과 RE의 추출에서 우선 으로 고려하여야 할 

주요한 요인  하나는 유기상에서 생성되는 제 3상으로 NDD와 같은 지방족 화합

물을 희석제를 사용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다 [8,9,11].

  Table 3.2.1-2는 25℃, O/A=1에서 DMDBTDMA 농도, 질산 농도, 반응 온도, 

그리고 사용하는 희석제  상보조제 변화에 따르는 유기상 내 제 3상 형성을 육안

으로 찰한 것이다. 여기서 o 는 제 3상 생성을, x는 미생성을 각각 의미한다. 

 Table 3.2.1-2. Conditions of the 3rd phase formation in organic phase.

System
Temp.

(℃)

DHOA

[M] 

HNO3

1～3M 3.5M 4M 4.5M 5M

 (DMDBTDMA-xM 

DHOA)/NDD

[DMDBTDMA] : 

0.4M～0.6M

40
0 x x x x o

0.1～1 x x x x x

30
0 x x x o o

0.1～1 x x x x x

25

0 x x o o o

< 0.3 x x x x o

0.5～1 x x x x x

20

0 x o o o o

< 0.3 x x x x o

0.5～1 x x x x x

0.5M DMDBTDMA

/decaline
20～40 - x x x x x

  유기상 내 제 3상 형성을 방지하기 해서는 DHOA 등의 상 보조제나 decaline

과 같은 방향족 희석제를 첨가하거나, 는 질산 농도를 감소시키거나, 반응 온도를 

증가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Table에서는 DMDBTDMA의 농도

가 은 범 에서 변화하여 별 향이 없는 것 같으나, 일반 으로 추출제의 농도

를 증가시키면 제 3상 형성을 방지하므로 DMDBTDMA의 농도를 증가 시키면 제 

3상의 생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측된다. 그러나 DMDBTDMA의 경우 온도 

증가, 질산 농도 감소, 희석제  상보조제 첨가 등은 Am/RE의 추출율을 감소시키

고, 추출제인 DMDBTDMA의 농도 증가는 Am/RE 외에 Ru, Zr, Mo, Fe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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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율을 폭 증가시키는 등의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 [8,9,11]. 그러므로 

상기 변수  하나만을 조정하여 최 의 실험 조건으로 설정하기란 매우 어려우므

로, Am의 추출에 미치는 요인을 반 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질산 추출 

          DMDBTDMA에 의한 질산 추출은 다음과 같이 L2(HNO3), L(HNO3), 

L(HNO3)2,  L(HNO3)3가 혼재하여 추출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15,16].

   x L + y H+ + y NO3
- ⇒ Lx (HNO3)y,  (L=DMDBTDMA)     (2)

이  L2(HNO3)는 농도 질산에서 생성되고 존재 비(ratio) 한 매우 으며, 질

산 농도가 증가 할수록 L(HNO3), L(HNO3)2,  L(HNO3)3의 순으로 존재 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기서 은 유기상을 의미한다. 

  Fig. 3.2.1-1은 각각 0.5M DMDBTDMA/NDD, (0.5M DMDBTDMA+0.5M 

DHOA)/NDD  0.5M DHOA/NDD 추출 계에서 수용상 내 질산 농도 변화에 따

른 유기상 내 질산 농도 이다. 추출 계에 무 하게 모두 수용상 내 질산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유기상으로의 추출이 증가하고 있다. 0.5M DMDBTDMA/NDD의 경

우 질산 농도 3.5M에서 0.44M 정도가 추출되었으며, 그 이상에서는 제 3상 형성

으로 측정하지 못했다. 한편 (0.5M DMDBTDMA+0.5M DHOA)/NDD의 경우는 

질산 농도 약 4.2M에서 0.87M이 추출되었으며, DMDBTDMA의 기 농도가 

0.5M임을 고려하여 볼 때 질산의 상당량이 L(HNO3)2  L(HNO3)3 형태로 추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자유 DMDBTDMA(free DMDBTDMA) 농도는 매

우 을 것으로 측되며, DMDBTDMA/TPH에 의한 3M 질산 추출 시 자유 

DMDBTDMA 농도는 기 DMDBTDMA 농도의 약 20% 정도이며, 4M 질산에

서는 10% 정도라고 보고하 다 [15]. 여기서 자유 DMDBTDMA 농도는 추출반응

에 참여하지 않는 DMDBTDMA 농도로 [DMDBTDMA]f=[DMDBTDMA]i- 

[HNO3] 의해 계산되어진다. 이때 [HNO3]는 질산의 추출 형태인 L2(HNO3), 

L(HNO3), L(HNO3)2,  L(HNO3)3 각각의 존재 비가 고려된 유기상 내 질산 농도

이며, [DMDBTDMA]i는 기 DMDBTDMA의 농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질산 추출 형태에 따른 존재 비를 측정하지 않아 자유 DMDBTDMA의 정확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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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 Nitric acid extraction isotherms in various extracta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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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DMDBTDMA  DHOA 모두 상당량의 질산을 

유기상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수용상 내 질산 농도를 정확히 제어하기 해서는 반

듯이 추출 에 실험 조건의 질산과 선평형 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3) Am/RE 공추출 

       (가) DHOA 농도 향

             Fig. 3.2.1-2는 0.5M DMDBTDMA/NDD-5M HNO3에서 DHOA

의 첨가량에 따른 각 원소의 분배계수이다. 우선 DHOA 농도 0.3M 이하에서는 유

기상 내 제 3상이 형성되었으나, 0.5M 이상에서는 이런 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0.5M DMDBTDMA/NDD의 경우 질산 농도 3.5M (25℃)에서부터 온도 1～2℃ 

감소에 따라 제 3상이 생성되었다가 다시없어지는 등 추출 반응이 매우 불안정함을 

고려하여 볼 때 질산 농도 5M까지의 취 은 매우 고무 인 결과이다. 이는 실제 

의 HLW로부터 Am/RE을 분리할 시 탈질이나 질산 농도 희석 등의 과정을 생략

하고 직  용할 수 있어 공정을 보다 간소화시킬 수 있으며, 한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을 폭 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편 DHOA 농도 증가에 따라 각 

원소의 추출율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이는 Fig. 3.2.1-1과 같이 DMDBTDMA에 

의한 질산 추출에 DHOA에 의한 질산 추출이 더해져 Am/RE의 공추출에 이용되

어야 할 자유 DMDBTDMA 농도가 감소된 데 기인한다. 이로부터 상보조제를 첨

가하여 제 3상의 생성을 방지하는 경우 Am/RE의 추출율 감소를 고려하여 상보조

제의 농도를 히 설정해야 한다. 기타 Cs  Sr은 거의 추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DMDBTDMA에 한 이들의 분배계수가 본질 으로 매우 작은데 [17] 기인

한다. 

  Fig. 3.2.1-3은 추출 계 변화에 따른 Am과 Eu의 분배계수로서 DHOA에 의한 

Am과 Eu 추출은 질산 농도에 무 하게 거의 3% 이내에서 추출되어, DHOA가 

DMDBTDMA의 상보조제로만 작용하지 Am/RE의 추출제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

는 것 같다. 그리고 0.5M DMDBTDMA/NDD의 경우 질산 농도 3.5M 이상에서

는 취 할 수 없으나, DHOA가 첨가될 때는 제 3상의 생성 없이 질산 농도 5M까

지도 취 이 가능 하 다. 같은 질산 농도에서 DHOA가 첨가되는 경우 추출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Fig. 3.2.1-1과 같이 DHOA에 의한 질산 추출이 첨가되어 

자유 DMDBTDMA 농도가 감소된 데 기인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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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질산 농도 향 

            DMDBTDMA에 의한 Am/RE의 추출은 다음과 같으며 [18,19] 산도

가 증가될 경우는 L2M(NO3)3, LM(NO3)3와 LxM(NO3)3+yHy의 혼합물 형태로 얻

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18].

x L+ M+3+ 3 NO3
- ⇔ LxM(NO3)3  (L=DMDBTDMA, M=Am, RE) (3)

  본 연구의 (DMDBTDMA-DHOA)/NDD 추출 계의 경우 Fig. 3.2.1-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DMDBTDMA 농도에 따른 Am  Eu의 기울기가 각각 1.83, 1.89

로 주로 L2M(NO3)3 형태로 추출됨을 알 수 있다.

  Fig. 3.2.1-5 (a), (b)는 0.5M DMDBTDMA/NDD  (0.5M DMDBTDMA 

+0.5M DHOA)/NDD 각각의 추출 계에서 수용상 내 질산 농도 변화에 따른 각 원

소의 분배계수이다. 두 추출 계 모두 질산 농도가 증가할수록 Am  RE의 추출율

이 증가하며, 추출력은 Am > Ce > Nd > Eu ≫ Y으로 DMDBTDMA에 한 

An(+3)  Ln(+3) 원소의 친화도와 유사하고 [3], 특히 Ln(+3)의 경우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DMDBTDMA에 한 분배계수가 감소하는 경향과 일치하고 있다[3]. 

반면에 Cs  Sr은 DMDBTDMA에 의한 이들의 분배계수가 본질 으로 작아 거

의 추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DHOA가 첨가된 (0.5M DMDBTDMA+0.5M 

DHOA)/NDD의 경우 같은 질산 농도는 물론 질산 농도를 3.5M에서 5M 까지 증

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DHOA가 미첨가된 경우보다 추출율이 감소하 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DHOA에 의한 유기상으로의 질산 추출이 첨가되어 자유 

DMDBTDMA의 농도가 감소된 데 기인한다. 

  일반 으로 An(+3)의 공추출 기 은 실제 HLW의 처분 시 잠재  험성을 최

소화하기 해서 HLW로부터 분리 계수(separation factor) 약 100 이상을 요구하

고 있으나 [20], 본 연구는 1단 (stage) 기  추출율 80% 정도(DM ≥4)를 기 으

로 하 다. 이는 연속식 다단 추출의 경우 3～4단을 거치면 99% 이상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계에 의한 Am의 추출율이 질산 농도 4M 이상에서 약 

70±4% 정도로 기 치 보다 다소 미흡하지만 DMDBTDMA의 농도를 다소 증가 

시키거나, O/A 비를 증가시키면 손쉽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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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출 시간  추출 온도 향 

            Fig. 3.2.1-6와 Fig. 3.2.1-7은 0.5M DMDBTDMA/NDD-3.5M 

HNO3  (0.5M DMDBTDMA+0.5M DHOA)/NDD-4.5M HNO3 추출 계에서 

반응 시간  반응 온도에 따른 Am과 Eu의 추출율이 각각 나타나 있다. 

  반응 시간은 추출 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거의 5분 이내 반응이 종결되

는 것 같다. 반면에 반응 온도에 따른 향은 추출 계와는 무 하게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모두 추출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DMDBTDM/NDD에 

의한 Am과 Ln(+3)의 추출 반응의 엔트로피(△H)가 0 보다 작은 음수의 값을 가

지는 발열 반응으로, 온도 증가에 따라 분배계수가 감소된다는 결과 [16]와 일치하

고 있다. 그리고 (0.5M DMDBTDMA+0.5M DHOA)/NDD-4.5M HNO3 계에서 

Am의 경우 20℃에서 약 76%가 추출되는데 반하여, 40℃에서는 56%로 약 20% 

정도가 감소하고 있어 온도만을 증가시켜 제 3상의 생성을 억제하려고 하면 분리효

율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0.5M DMDBTDMA/NDD-3.5M HNO3의 경우는 20℃에서 제 3상이 생성

되어 조업 범 가 DHOA 첨가 시보다 축소됨을 알 수 있다.

       (라) 옥살산과 과산화수소 향 

            DMDBTDMA에 의한 추출  역추출 시 문제 핵종으로 Zr(+4), 

Mo(+6), Fe(+3), Ru 등의 보고되고 있다 [17]. 이들 핵종의 추출 특성을 보면 Zr, 

Mo, Fe 등은 Am/RE 보다 분배계수가 커서 Am/RE의 공추출  역추출 시 모두 

Am과 거동을 같이하고 있어 분리 효율(제염 계수)을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Fe의 

경우 Am의 분배계수를 감소시키고 있다 [8]. 한편 Ru의 경우 분배계수 측면에서

는 Am 보다 으나 상당량이 Am과 공추출 되고, 농도 질산에 의한 역추출에서

는 역추출 되지 않고 유기상에 축 되어 용매재생 시 이의 분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기 원소에 의해 일어나는 문제 을 본질 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추출 

단계에서부터 이들 핵종을 비추출성(/친수성)으로 착물(complex)화 하여 수용상으

로 떨어뜨려 유기상으로의 추출을 방지해야한다. 

  Fig. 3.2.1-8은 (0.5M DMDBTDMA+0.5M DHOA)/NDD-4.5M HNO3 계에서 

옥살산의 농도  과산화수소의 농도 변화에 따른 Mo, Ru, Fe  Am의 추출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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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M HNO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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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o와 Ru의 경우 옥살산  과산화수소 농도 증가에 따라 추출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친수성의 착물 형성은 옥살산이 과산화수소 보다 더 효과 임을 알 수 있

다. 이는 옥살산과 이들 속 이온 간에 착물 안정도 상수(stability constant)가 

상 으로 높은데 기인하는 것 같다. 그리고 옥살산 0.3M에서 Mo와 Ru이 각각 

5%, 6% 정도가 추출 되어 Am/RE와의 공추출을 효과 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Fe의 경우 한 옥살산과 비추출성의 착물을 형성하여 옥살산 농도 증

가에 따라 추출율이 폭 감소하고는 있으나, 0.5M 옥살산에서도 약 38%의 Fe가 

추출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다이아미드 추출 계에서 옥살산 농도 변화에 따른 Fe

의 추출율을 평가한 Cuillerdier의 결과 [8]와 유사하다. 그러나 과산화수소의 경우

는 농도 변화에 무 하게 약 90±1%의 Fe가 추출되고 있다. 이는 과산화수소와 Fe 

간에는 비추출성 착물이 형성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DMDBTDMA/TPH 

계에서 과산화수소는 Mo의 추출 억제에는 효과 이지만 Fe에는 별 향이 없다고 

한 Madic의 결과 [17]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Am 경우는 옥살산이나 과산화수소

의 첨가 유무에 계없이 약 66±2% 정도의 일정한 추출율을 보이고 있어 상기 착

화제와는 어떤 착물도 형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Mo, Ru 등은 옥살산을 첨가하여 친수성의 착물로 수용상에 

떨어뜨려 Am과의 공추출을 억제할 수 있으나, Fe의 경우 본질 으로 Am과의 공

추출을 방지하기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ig. 3.2.1-6과 같이 Am은 

반응이 5분 안에 종결되는데 반하여, Fe은 50～60분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DMDBTDMA/TPH 계에서 Am의 추출 속도가 Fe에 비해 매우 빠르다고 발표한 

Nigond 등 [12]이나 Weigl 등 [1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Am과 Fe의 추출 

속도의 차를 이용하여, 즉 원심분리기와 같은 추출 장치를 사용하여  시간(반

응기 내 체류 시간)을 조정하고 정량의 옥살산을 첨가하면 Fe가 Am에 공추출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Am/RE 역추출 

         Fig. 3.2.1-9는 (0.5M DMDBTDMA+0.5M DHOA)/NDD-4.5M HNO3 

-0.3M oxalic acid 계  O/A 비=2에서 추출된 각 원소의 추출율을 막 그래 로 

표시한 것이다. Am/RE의 공추출에서 에서 보면 Am의 추출율이 가장 요한 

요인으로 약 80% 정도가 추출되어 별 문제가 없으며, 이때 RE는 Y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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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70% 이상이 추출되고, 문제 핵종인 Mo, Fe  Ru은 Fe을 제외하고는 모두 

12% 정도가 추출되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Fe의 경우는 69%가 

추출되어 Am과의 공추출 문제는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연속식 다단 추출 장치 

내 체류 시간 등의  시간을 조정하여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U(+6)은 DMDBTDMA에 한 분배계수가 높아 (약 95% 추출) Am과 같이 거동

할 것으로 보여 (DMDBTDMA-DHOA)/NND에 의한 Am/RE의 추출 에 미리 

분리를 해야 한다.

  Fig. 3.2.1-10은 Fig. 3.2.1-9의 유기상을 상으로 산도 질산 농도 변화에 따

른 각 원소의 역추출율로서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역추출율이 모두 감소하고 있

다. 이는 Fig. 3.2.1-5 (b)에서 견된 결과로서 질산 농도가 증가 할수록 추출율이 

증가하여 역추출율이 감소된데 기인한다. 역추출율은 Cs, Sr >Y, Eu >Nd >Ce, 

Am 순으로 거의 추출의 역순이며, 질산 농도 0.5M에서 Am/RE 모두 95% 이상이 

역추출 되어, 역추출 조건은 질산 농도 0.5M 정도면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 

     라. 결  언 

         CHON의 친환경  추출제인 DMDBTDMA의 장 (고산도 취 )을 유지

하면서, 희석제로는 NDD를 용하여 Am/RE를 공분리하기 한 새로운 추출 계

인 (DMDBTDMA-DHOA)/NDD 시스템을 개발하 다. DHOA는 DMDBTDMA

의 상보조제로만 작용하지 Am/RE의 추출제로서의 기능은 없었으며, 0.5M DHOA 

가 첨가된 경우 질산 농도 5M, 온도 20℃ 까지 유기상 내 제 3 상의 생성 없이 조

업이 가능하 다. 

  (0.5M DMDBTDMA-0.5M DHOA)/NDD-4.5M HNO3  O/A=2에서 Am의 

추출율은 약 80% 정도이며, 유기상으로 공추출된 Am/RE는 질산 농도 0.5M에서 

모두 95% 이상이 역추출 되었다. 한편 문제 핵종인 Mo, Fe  Ru 등은 과산화수

소 보다 옥살산과 더 효과 으로 친수성의 착물을 이루고 있으며, 옥살산 0.3M에

서 Fe을 제외하고는 각각 11～12% 정도가 추출되어 Am과의 공추출을 억제할 수 

있었다.



- 175 -

Concentration of nitric acid, [M]

0.0 0.2 0.4 0.6 0.8 1.0

S
tri

pp
in

g 
yi

el
ds

 o
f e

ac
h 

el
em

en
t, 

[%
]

50

60

70

80

90

100

Am
Eu
Nd
Ce
Y
Cs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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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MDBTDMA+DHOA)/NDD-HNO3 계의 방 사 분해  특 성  

 Am/RE의 공분리 방 사 선  조 사  시 험  

     가. 서 언

  방사성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방사성 핵종의 분리  회수를 아미드 추

출제를 사용하여 용매추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방사능 가 일반 으로 높기 

때문에 방사선에 의한 방사분해(radiolysis)가 일어나게 되어 추출제의 추출성능을 

하시킬 뿐만 아니라, 생성된 방사선 분해생성물은 속 이온과 반응하여 부반응

(side reaction)과 제 3상을 형성하여 용매추출 효율을 하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

다. 그러므로 방사선 분 기하에서 추출제  제 3상 방지제 [1-5]의 열화 상과 

내방사선에 한 방사 화학  특성시험이 요구된다. 

  방사 화학  특성 연구로는 diamide 계열의 추출제인 DMDBTDMA [2-4], 

DMDOHEMA [3]  TODGA [5-6]와 제 3상 형성 방지제  An(+6)의 선택  

추출제로 사용되는 monoamide 계열의 DHOA [7-12], 희석제로 사용되는 NDD 

[13]의 방사선량에 따른 이들의 내방사선성과 DMDBTDMA, TODGA 등에 의한 

An(+3)/Ln(+3)의 공추출 시 미치는 방사선 조사 향 [2, 3]에 해 극히 부분

으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체 합성하여 만든 다이아미드 계열의 추출제 DMDBTDMA, 제 

3상 방지제의 기능을 유지하는 모노아미드 게열의 DHOA, 희석제 NDD  질산 

용액에 해 
60

Co γ-방사선을 조사시킨 다음 이들 화합물  분해생성물을 IR 스

펙트럼, GC/MS  GC/MS-SIM 방법으로 측정하여 방사선 분해생성물의 종류와 

농도를 정성/정량 분석하고, DMDBTDMA  DHOA에 한 방사선 분해생성물

과 속 이온과의 반응성 여부를 조사하고, 제 3상 형성에 미치는 향  속 원

소의 공추출에 미치는 방사선 향에 하여 고찰하 다.

     나. 실 험

      (1) 시험 재료

          Di -hexylamine [(CH3(CH2)5 )2NH], 1-tetradecanol [CH3(CH2)13OH], 

tetradecane [CH3(CH2)12CH3], octanoic acid [CH3(CH2)6CO2H], N-methyl- 

butylamine [CH3(CH2)3NHCH3], 는 Aldrich 시약, n-dodecane [CH3(CH2)10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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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O3는 Merck 시약 을 사용하 으며, DHOA와 DMDBTDMA는 본 연구에서 자

체 으로 합성하여 사용하 다. 

      (2) 방사선 조사 

          DMDBTDMA, DHOA, NDD  HNO3의 방사선 조사는 시험재료의 

특성과 분석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성분 시험재료와 다성분 복합 시험재료로 구

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 조사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선원 
60

Co (95,000 Ci)

를 사용하여 상온의 공기분 기 상태에서 조사하 다. 시험 재료의 방사선 조사는 

순수한 단일 시험재료 (DMDBTDMA, DHOA, HNO3)와 다성분 복합 시험재료

(DMDBTDMA/NDD, DHOA/NDD, HNO3/NDD, 0.5M DMDBTDMA/NDD -

4.5M HNO3, (0.5M DMDBTDMA + 0.5M DHOA)/NDD - 4.5M HNO3)을 각각

의 유기 용기에 일정량 (20mL～60mL)을 취한 후 조사 시료에 한 방사선 감마 

흡수 선량이 1x10
3
～3x10

6 
Gy 까지 조사하 다.  

      (3) 분석 기기

          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er (GC/MS)는 Hewlwtt- 

Packard 5890 series, Fourier Transform-Infrared Spectroscope (FT-IR)는 

Bomem Model M-13 series, 방사성 동 원소 측정은 Multichannel Analyzer 

(MCA, Oxford, Ge(Li) detector)로 측정하 다. 속농도 분석은 ICP(Jobinyvon 

JY 38 plus), 그리고 차 정은 자동 정기 (Metrohm, 716 DMS Titrino), 

진탕기는 Wrist Action Shaker (Burrell, Model 75, USA)와 온도  시간 조

기가 부착된 진탕기(Jeio Tech. model SI 900R)를 사용하 다.

      (4) GC  GC/MS-SIM 분석방법

         분석기기는 HP 5890 series II gas chromatography/HP 5971 A mass 

selective detector (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 USA)이며, 분리  

DB-1HT (15m x 0.32mm x 0.1㎛), 오  온도 100℃～350℃, 검출기 FID, 주입온

도 250℃, 검출기 온도 300℃이고, 특정질량을 가진 이온만을 선택하여 검출하는 

selective ion monitoring(SIM) 방법으로 분석하 다. DMDBTDMA와 DHOA 

시료 분석에 사용한 화합물의 표 용액의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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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DBTDMA 시료 분석에 사용한 표 물질로 n-methylhexylamine,  tetra 

decane,  1-tetra decanol과 내부 표 물질(ISTD)로 NDD(n-dodecane)을 사용

하 으며, DHOA 시료 분석에 사용한 표 물질로 dihexyl amine, octanoic acid

와 내부 표 물질(ISTD)로 tridecane(ISTD)을 메탄올에 용해 시켜 각각의 농도가 

1,000㎍/mL인 표 원액을 만들었다. 그리고 농도 100㎍/mL인 표 용액은 1,000㎍

/mL인 표 원액을 사용하여 메탄올로 희석하여 만들었으며, 내부 표 액은 1,000

㎍/mL의 표 원액을 그 로 사용하 다. 그리고 검정곡선을 작성하기 한 표  

검정용액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 사용하 다. 이미 만든 100㎍/mL의 표 용액을 

0.01, 0.05, 0.5, 2.0, 10.0㎍/mL의 농도 범 로 희석하여 만들고 각각을 2mL vial

에 에서 만든 1,000㎍/mL의 내부 표 용액을 2㎕ 씩 spike 한 후 최종 부피를 

1mL로 하여 마개를 닫은 후 하 다. 검정곡선은 각 검정용액의 내부 표 물질

에 한 피크 면 비로 농도 비의 계를 표시하는 표 검정곡선을 작성하 다. 

  DMDBTDMA의 방사선 분해생성물  tetradecane, 1-tetradecanol, n-methyl 

hexylamine와 DHOA의 방사선 분해생성물  dihexyl amine, octanoic acid의 함

량을 분석하기 하여, 방사선 조사시킨 DMDBTDMA  DHOA를 메탄올에 용

해시켜 만든 각 시료에 1,000㎍/mL의 내부 표 용액을 2㎕ 씩 넣어 최종부피를 1 

mL 되게 만든 후 GC/MS로 분석하여 크로마토그램의 피크를 측정한 후 면 을 

구한 다음 표  검정곡선으로부터 농도를 구하여 함량을 계산하 다. 

      (5) 추출 실험

  용매 추출과 련된 추출  역추출 실험은 실험 조건에 따라 4～20mL 

유리 용기에 미리 제조된 속원소가 함유된 모의용액과 추출제를 일정량씩 취한 

후 진탕기로 30분간 진탕하여 완 한 평형이 이루진 다음 유기상과 수용상의 일정

량을 취하여 속농도를 분석하 다. 방사성 동 원소(241Am, 152Eu)의 분석은 유기

상과 수용상의 시료를 MCA로 분석한 값을 추출율 계산에 사용하 으며, 비방사성 

속 농도는 수용상 시료를 ICP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기상에 있는 속농

도는 물질 수지식에 의해 계산한 값을 추출율을 계산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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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험 결과  고찰

      (1) DMDBTDMA의 안정성 평가 

       (가) DMDBTDMA의 열  안정성 시험 

          DMDBTDMA를 25～100℃에서 각각 60분간 열처리 한 후 기체 크로

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GC-MS)로 DMDBTDMA 농도를 분석하고 Am과 Eu의 

추출율 변화를 측정하여 DMDBTDMA 농도 변화와 추출율 변화를 상호 비교하

다 (Fig. 3.2.2-1 참조). 온도 25～80℃ 역에서는 열분해에 의한 DMDBTDMA 

농도 변화는 없었으며, 80℃부터 열분해 시작하여 100℃일 때 열 분해율은 7.5%이

고, 100℃에서 열처리한 0.5M DMDBTDMA/NDD로 3.5M HNO3에서 Am과 Eu

를 추출하 을 때 추출율은 각각 약 6%씩 감소하 다. 100℃에서 열처리한 0.5M 

DMDBTDMA/NDD-3.5M HNO3에서 Am과 Eu의 추출율이 각각 약 6%씩 감소

한 결과와 100℃에서 DMDBTDMA의 열 분해율 7.5%를 비교해 보면 열분해에 

의한 DMDBTDMA 농도 감소가 Am과 Eu의 추출율에 인 향을 미친다고 

단되므로 추출은 80℃ 이하 조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 으로 추출제는 상

온에서 사용되므로 DMDBTDMA는 열 으로 상당히 안정하다고 생각된다. 

       (나) DMDBTDMA의 화학  안정성 시험 

    0.5M DMDBTDMA/NDD 유기 용매 50mL과 3.5M HNO3 용액 50 

mL를 유리병에 취한 후 마개를 닫고 상온에서 주기 으로 흔들어주면서 38일 동

안 시켰다. 10일, 20일, 30일  38일 째 되는 날 유기상과 수용상에서 각각 

2mL씩을 채취하여 Am과 Eu의 추출율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HNO3에 의한 

DMDBTDMA 가수분해 한 화학  안정성 시험을 수행하 다. 

  Fig. 3.2.2-2에 도시한 실험 결과와 같이 Am과 Eu 각각의 추출율이 80 ± 2%와 

62 ± 2%로 거의 일정하므로 질산에 의한 DMDBTDMA의 가수분해는 매우 안정한 

것으로 단된다.   

       (다) DMDBTDMA의 방사선 안정성 시험

         ① 방사선조사에 의한 DMDBTDMA의 물리  변화

            DMDBTDMA 방사분해는 1x10
6

Gy 부터 진행되고, DMDBTDMA의 

방사분해 생성물은 DMDBTDMA와 균일한 액체(homogeneous liquid) 상태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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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2-1. Thermal stability of DMDBTDMA in 0.5M DMDBTDMA/ 

NDD-3.5M HNO3 system



- 181 -

Time, (day)

0 10 20 30 40

Ex
tr

ac
tio

n 
yi

el
ds

 o
f A

m
 a

nd
 E

u,
 %

0

20

40

60

80

100

: 241Am
: 152Eu

Fig. 3.2.2-2. Hydrolytic stability of DMDBTDMA in 0.5M DMDBTDMA/ 

NDD-3.5M HNO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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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 다. 그리고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DMDBTDMA의 색상은 진한 황

갈색으로 변하 다. 

         ② DMDBTDMA  분해생성물 분석

           ㉮ 방사 분해생성물 생성 상경로

              아미드화합물의 방사분해는 amide 결합을 비롯한 작용기를 가진 결

합이 쉽게 끊어질 것으로 상되므로, DMDBTDMA의 방사분해 생성물의 생성 

상경로는 Fig. 3.2.2-3과 같으며, 상되는 방사분해 생성물은 carboxylic acid 화

합물, secondary amine 화합물, DMDBTDMA 보다 분자량이 작은 light diamide 

화합물, mono-amide 화합물, 알킬화합물  alchol 화합물 등이다. 

           ㉯ FT-IR 스펙트럼

              DMDBTDMA를 
60

Co γ-선으로 방사선 흡수선량이 1x10
6
～ 2x10

6
 

Gy 되도록 조사시킨 다음 FT-IR 스펙트럼 (Fig. 3.2.2-4)을 측정하 다. 

DMDBTDMA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1088 cm-1의 C-C 밴드, 1468 cm-1의 

C-N, 1640 cm
-1

의 C=O 신축밴드(stretching band)들이 측정되었다. 그리고 방사

선 조사 DMDBTDMA의 FT-IR 스펙트럼에서는 방사선 미조사 DMDBTDMA에

서는 측정되지 않던 3470 cm-1의 아민 역에서 피크가 측되었으며, 피크 수가 1

개이므로 방사선 분해 생성물  2차 amine 성분에 의한 피크로 단된다. 

           ㉰ DMDBTDMA 분해생성물 정량분석

              DMDBTDMA  방사분해 생성물의 정성/정량분석은 FT-IR 스펙

트럼, GC, GC/MS-SIM을 측정하여 분석하 다. 

  Fig. 3.2.2-3의 DMDBTDMA에서 상되는 방사분해 생성물의 분자량과 Fig. 

3.2.2-5의 GC/MS의 분자량이 일치되는 화합물과 Fig. 3.2.2-4의 FT-IR 스펙트

럼에서 측되는 2차 아민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에 필요한 표 시약으로 사

용할 방사분해 생성물에 해당되는 상용 시약을 구입하 다. 그러나 부분의 아미

드 화합물의 분해생성물에 해당되는 상용 시약은 시 되는 시약이 없었으며, 이들 

화합물을 합성하여 만들기도 연구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다. 구입 가능한 시약을 

상으로 정성 분석한 결과 n-methylhexyl amine, tetradecane, 1-tetradecano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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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 Schematic diagram for the radiolytic degradation of 

                   DMDBT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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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4. FT-IR spectra of γ-ray irradiated DMDBT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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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 GC/MS spectrum of γ-ray irradiated DMDBTDMA

                   (at 1x10
6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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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화합물이 DMDBTDMA의 방사분해 생성물과 일치하 다. 본 실험에서는 

DMDBTDMA의 정량분석 상 방사분해 생성물로 n-methylhexyl amine, tetra 

decane, 1-tetradecanol의 3가지 화합물을 선정하고, 이들 화합물의 상용 시약을 

표  시약으로 사용하고 내부 표 물질(ISTD)로 n-dodecane을 사용하여 정량 분

석하 다 (Fig. 3.2.2-6～Fig. 3.2.2-8  Table 3.2.2-1～Table 3.2.2-4 참조). 

Table 3.2.2-1. GC conditions for determination of radiolysis products in γ

-ray irradiated DMDBTDMA and DHOA.

System Hewlett-Packard 5890 series II gas chromatograph

Analytical column DB-1HT (15m x 0.32 mm x 0.1 ㎛) capillary 

Oven Temp. 100℃ (1 min.) to 350℃ (5 min.) rate : 10℃/min.

Detector FID

Injector temp. 250℃

Detector temp. 300℃

Table 3.2.2-2. GC/MS conditions for determination of radiolysis products 

in γ-ray irradiated DMDBTDMA and DHOA.

System Agilent Technologies 6890N Gas Chromatograph

Analytical column HP-1MS (30m x 0.25 mm x 0.25 ㎛) capillary 

Oven Temp. 100℃ (1 min.) to 350℃ (10 min.) rate : 10℃/min.

Detector 5973N Mass Selective Detector

Injector temp. 250℃

Ionization energy 70 eV

Ionization temp. 200℃

Ionization mode EI

Table 3.2.2-3. Determination of DMDBTDMA and DHOA concentration by

GC in γ-ray irradiated DHOA and DMDBTDMA. 

Irradiation, [Gy] DMDBTDMA DHOA, [%]

0 100.0 % 2.0672 M 100.0

1x103 99.98 % 2.0668 M 99.72

1x104 99.95 % 2.0662 M 99.69

1x105 99.93 % 2.0658 M 99.60

1x10
6

95.92 % 1.9829 M 92.99

2x10
6

90.38 % 1.8683 M -



- 187 -

Fig. 3.2.2-6. Total ion chromatogram (TIC) of standards compounds of 

DMDBTDMA radiolysis products by GC/MS-SIM (Peak No. : 

1. n-methylhexylamine, 2. n-dodecane (ISTD), 3. tetradecane, 

4. 1-tetradec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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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7. Total ion chromatogram (TIC) of γ-ray irradiated 

DMDBTDMA (at 2x10
6

 Gy) by GC/MS-SIM. (Peak No : 1. 

n-methyl hexylamine, 2. n-dodecane (ISTD), 3. tetradecane, 4. 

1-tetradec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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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ray irradiated DMDBT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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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4. Radiolytic degradation products concentration by GC/MS- 

SIM in γ-ray irradiated DMDBTDMA

n-Methylbutylamine, [ppm] Tetradecane, [ppm] Tetradecanol, [ppm]

1x10
4

 Gy N.D 30 1610

1x10
5

 Gy 8090 330 1670

1x106 Gy 1540 660 1900

2x106 Gy 3080 740 1460

3x106 Gy 14960 820 2120

  분석 결과를 보면 3 가지 방사분해 생성물  tetradecane 성분만이 방사선 흡수

선량과 상 계를 보 으며 (Fig. 3.2.2-8), n-methylhexyl amine과 1-tetra 

decanol의 2 가지 방사분해 생성물은 방사선 흡수선량과의 상 계에 한 해석

이 불가능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 이 수행한 바 있는 TBP나 DEHPA

의 방사선 분해 상과는 상이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상에 한 가능성의 원인으로는 DMDBTDMA의 방사선 조사에 의해 1차 분해

생성된 방사분해 생성물이 지속 인 방사선 조사에 의해 다시 분해되어 2차 방사분

해 생성물이 생성되는 상으로 상할 수 있으며, 본 실험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

이 아닌 새로운 분석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되었다.  

  그리고 방사선조사 DMDBTDMA의 산성 작용기 농도와 4.5M HNO3의 산 농도

를 차 정(potentiometric titration)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3.2.2-5와 

같으며, 방사선 흡수선량이 1x10
6

 Gy에서 DMDBTDMA의 방사분해가 시작되며, 

이 때 HNO3는 6.7% 분해되었다.

Table 3.2.2-5. Determination of acidity concentration in γ-ray irradiated 

DMDBTDMA and DHOA.

  Irradiation, (Gy)
Acidity of 

DMDBTDMA, [M]

Acidity of

 DHOA, [M]

 Acidity of HNO3,

[M]

1x10
3

0.007 0.018 4.500

1x10
4

0.007 0.018 4.498

1x105 0.007 0.018 4.454

1x106 0.028 0.022 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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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DMDBTDMA 방사분해에 한 이론  고찰

           DMDBTDMA의 방사선분해 분율을 이론 으로 계산하기 하여 TBP 

추출제에 해 발표된 이론  계산식 [14]을 근거로 하여 DMDBTDMA의 방사선

분해 분율에 따른 방사선 반응율(G, molecules/100eV)을 계산하 다. TBP에 

한 방사선분해 분율 계산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총 선량 (total dose) 에 해 

     1 Gy = 100 rad = 1 J/kg = (1/3600) Wh/kg = 6.241 x 1015 eV/g  

핵연료공정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총 선량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1 Wh/kg = 3600 Gy = 360,000 rad = 2.247 x 10
19

 eV/g

그리고 TBP 비 이 약 1 (0.9758 g/L) 이므로 1 Wh/L는 근사법으로 다음과 같

이 표시할 수 있다.   

     1 Wh/L = 3600 Gy = 360,000 rad = 2.247 x 1019 eV/g

따라서 TBP의 분해 분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f(-TBP) = [(2.247 x 10
22

eV/Wh)/(6.023 x 10
23

molecules/mole)]  x GDM/ρ

        =  3.73 x 10
-4

x GDM/ρ  

이때 G는 radiation reaction yield (molecules/100 eV), D는 dose(Wh/L), M은 

분자량(Molecular weight, g/mol), ρ는 도(density, g/L)이다. 

  Table 3.2.2-3에 나타낸 DMDBTDMA의 방사선 흡수선량과 γ-선 조사 후 

DMDBTDMA 농도 값을 사용하여 순수한 DMDBTDMA를 본 실험 조건인  방

사선 조사선량 1 x 10
3

Gy과 고 방사선 조사선량 2 x 10
6

Gy에 각각 조사시켰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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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DBTDMA의 방사선 분해 분율을 이론 으로 계산하여 다음과 같다. 

[1]  1 x 103 Gy (  방사선 조사선량) 일 때,  f(-DMDBTDMA)=0.0002 이므로

      0.0002 = 3.73 x 10
-4

x G x 0.28 x 483.73 x (1/1016) =4.97x 10
-5 

x G

        ∴ G = 4.02 ≒ 4

[2]  2 x 10
6 

Gy (고 방사선 조사선량) 일 때, f(-DMDBTDMA)=0.0962이므로

      0.0962 = 3.73 x 10
-4

x G x 555.5 x 483.73 x (1/1016) = 9.86x10
-2

x G

        ∴ G = 0.975 ≒ 1

여기서 [1], [2] 계산에 사용한 값은 다음과 같다.

      D = 0.28Wh/L (at 1x103 Gy),  555.5Wh/L (at 2x106Gy)

       M = 483.73 g/mol, DMDBTDMA 

       ρ = 1,016 g/L, DMDBTDMA   

  그리고 1 x 10
4

 Gy, 1 x 10
5

 Gy  1 x 10
6

 Gy에서의 G 값을 계산한 결과는 각

각 10, 1.4  0.83로, 방사선 분해실험 결과로부터 구한 DMDBTDMA의 G 값은 

1에서 10 사이 값을 가진다고 단된다. 

  DMDBTDMA의 G 값을 다른 추출제의 G 값과 비교해 보면, TBP의 G 값은 

1～3 molecules/100eV이고 [14], diamide 계열의 추출제이면서 DMDBTDM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TODGA의 G 값은 8.5 ± 0.9 molecules/100eV 다 [5]. 

DMDBTDMA의 G 값이 TBP  TODGA의 G 값 역 내이므로 DMDBTDMA

의 방사선 분해 상도 방사선에 해 상당히 안정한 추출제로 알려져 있는 TBP 

 TODGA와 유사한 거동을 나타낼 것이라고 상된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 측정

한 DMDBTDMA 실험 결과를 근거로 계산한 G 값의 경우 보다 오차가 은 정확

한 G 값을 측정하기 해서는 정 한 실험과 분석이 요구된다.

      (2) DHOA의 안정성 평가

       (가) 방사선 조사선량에 의한 물리  변화

    DHOA의 방사선 조사는 1x103～ 3x105 Gy 역에서 DHOA의 방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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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생성물이 DHOA와 균일한 액체 상태로 형성하 다. 그리고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DHOA의 색상은 짙은 황색으로 변하 다. 반면에 5x10
5
～2x10

6
 Gy 

역에서 DHOA의 방사분해 생성물은 일부 성분이 젤라틴 형태의 고형물을 만들

면서 DHOA와 불균일 상을 형성하 으나 약 30℃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용해되었다. 

       (나) DHOA  분해생성물 분석

         ① 방사선분해생성물 생성 상경로

            아미드 화합물의 방사분해는 amide 결합을 비롯한 작용기를 가진 결

합이 쉽게 끊어질 것으로 상되므로 DHOA의 방사분해 생성물의 생성 상경로

는 Fig. 3.2.2-9와 같으며, 상되는 방사선분해 생성물은 carboxylic acid 화합물, 

secondary amine 화합물, DHOA와 분자량이 다른 mono-amide 화합물, alchol 

화합물 등이다.

         ② FT-IR 스펙트럼

            방사선 조사 DHOA(1x10
6

Gy)에 한 FT-IR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

과 (Fig. 3.2.2-10 참조)  DHOA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신축밴드 즉, 1088 

cm-1의 C-C 밴드, 1468 cm-1의 C-N 밴드, 1640 cm-1의 C=O 밴드들이 측정되었

으며, 1730 cm
-1

에서 carboxylic acid 화합물에 의한 피크와 3470 cm
-1

에서 피크 

수가 1개인 2차 amine 성분에 의한 방사선 분해생성물이 측정되었다.

         ③ DHOA 분해생성물 정량분석

            DHOA  방사분해 생성물의 정성/정량분석은 GC, GC/MS-SIM, 

FT-IR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앞에서 기술한 DMDBTDMA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

석하 다. Fig. 3.2.2-9의 DHOA에서 상되는 방사선 분해생성물의 분자량과 

Fig. 3.2.2-11의 GC/MS의 분자량이 일치되는 화합물과 Fig. 3.2.2-10의 FT-IR 

스펙트럼에서 측되는 2차 아민, 카르복실 산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성  정

량 분석하 다. 방사분해 생성물에 해당되는 상용시약을 조사한 결과 부분의 아

미드 화합물의 분해생성물에 해당되는 상용 시약은 시 되는 시약은 없었으며, 이

들 화합물을 함성하여 만들기도 연구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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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9. Schematic diagram for the radiolytic degradation of D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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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0. FT-IR spectra of γ-ray irradiated D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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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1. GC/MS spectrum of γ-ray irradiated DHOA (at 1x106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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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약을 표 시약으로 사용하여 정성 분석한 결과, di-hexylamine, octanoic 

acid의 2가지 화합물이 DHOA의 방사분해 생성물과 일치하 다. 본 실험에서는 

DHOA의 정량분석 상 방사분해 생성물로 di-hexylamine, octanoic acid의 2가

지 화합물을 선정하고, 이들 화합물의 상용시약을 표 시약으로 사용하고 내부 표

물질로 tridecane을 사용하여 정량 분석하 다 (Fig. 3.2.2-12～Fig. 3.2.2-13 

 Table 3.2.2-3, Table 3.2.2-5 참조). 

  분석 결과 방사선량과 방사분해 생성물의 정량분석 농도 사이에는 일정한 상   

계가 없어 보이며, 이러한 상은 DMDBTDMA에서 나타나는 1차 방사분해 생

성물의 2차 방사분해에 의한 것인지 는 GC/MS-SIM 분석 방법상의 문제로부터 

기인된 상인지 여부는 밝 내지 못했다. 

  방사선 조사 DHOA의 산성 작용기 농도를 차 정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3.2.2-6과 같으며, 방사선 흡수선량이 1x106 Gy부터 증가하는 결과로부터 

DHOA의 방사분해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Table 3.2.2-6. Radiolytic degradation products concentration by GC/MS- 

SIM in γ-ray irradiated DHOA.

di-Hexylamine, [ppm] Octanoic acid, [ppm] 

1x104 Gy 600 5630

1x105 Gy 590 6440

1x106 Gy 930 2500

2x10
6 

Gy 3215 1450

      (3) NDD (n-dodecane)의 방사분해 [14] 

  NDD는 C12H26인 지방족 포화 탄화수소화합물로 작용기가 없는 화합물이

므로 내 방사선이 크며, 탄소-탄소 결합세기가 동등하므로, 방사분해 생성물도 기

체 상태의 휘발성분의 분해생성물을 GC/MS로 정성 분석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탄소 수 기 으로 C1～C8 탄화수소 화합물이 생성되었으며 분석된 화합물은 다음과 

같다. C2H6 (Ethane), C2H4 (Ethene), C3H8 (Propane), C3H6 (1-Propene), C4H10

( 1 - B u t a n e ) , C 4 H 8 ( 2 - M e t h y l p r o p e n e ) , C 4 H 8 ( 2 - M e t h y l - 1 - P r o p e n e ) ,

C5H12(1-Pentane), C5H10 (1-Pentene), C5H10 (cis-2-pentene), C6H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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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2. Total ion chromatogram (TIC) of standards compounds of 

DHOA radiolysis products by GC/MS-SIM. (Peak No : 1.

Octanoic acid, 2. Tridecane (ISTD), 3. Dihexyl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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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3. Total ion chromatogram (TIC) of γ-ray irradiated DHOA (at 

1x10
6

Gy) by GC/MS-SIM. (Peak  No : 1. Octanoic acid, 2. 

Tridecane (ISTD), 3. Dihexyl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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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ethyl-1-pentene), C6 H14 (n-Heptane), C6 H14 (3-Methylpentane), C 7 H16

(n-Heptane), C7H14 (1-Heptene), C7H16 (3-Methylhexane), C8H18 (n-Otane),

C8H18(3-Methyl heptane) 이며, 휘발성분  H2 함량은 11 ± 2 % 다.      

 

      (4) (DMDBTDMA-DHOA)/NDD-HNO3 계에서 Am/RE의 공추출  역

추출에 미치는 방사선 조사선량 향 평가

          모든 실험은 An(+3)의 표 원소로 Am을, Ln(+3)(/RE)의 표원소로

는 Eu, Nd. Ce, Y를, 기타 이원소로는 Cs, Sr 등을 각각 선정한 7성분 계 용액

을 상으로 실온(25℃), O/A=1에서 수행하 다.

       (가) 방사선 조사선량 향

    (0.5M DMDBTDMA + 0.5M DHOA)/NDD-4.5M HNO3 추출 계에서 

방사선 조사선량 변화에 따른 속 이온의 분배거동을 Fig. 3.2.2-14에 도시하

다. 방사선량 1x10
6 

Gy부터 속원소의 추출율이 감소하는 상은 추출율이 방사

선량과 힌 연 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DMDBTDMA의 방사분해에 기인

하는 것 같으며, 방사분해의 향은 을수록 좋으므로 최 의 조업 조건은 1x10
6 

Gy 이하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 이다. 한편 Cs, Sr은 DMDBTDMA에 한 분

배 계수가 본질 으로 어 3% 이하로 거의 추출되지 않고 있다 

       (나) 질산농도 향

    2x106 Gy에서 조사시킨 (0.5M DMDBTDMA + 0.5M DHOA)/NDD- 

xM HNO3 추출 계에서 질산 농도 변화에 따른 각 속이온의 분배거동을 Fig. 

3.2.2-15에 도시하 다. 질산 농도가 증가할수록 속 원소의 추출율이 증가하다가  

5～6M에서는 추출율 증가 상이 격히 둔화되었다. 이는 질산 농도가 증가할수

록 추출율이 증가하는 다이아미드(DMDBTDMA 등) 계열의 추출제가 가지는 기본 

특성에 기인한다. 그리고 방사선 미조사 추출 계의 Am 추출율과 비교해 보면 다소  

작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DMDBTDMA의 방사분해에 의해 추출제가 분해되

어 추출능이 다소 감소된데 기인한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추출율의 

증가와 질산 농도 증가에 의한 장단 을 고려하여 질산 농도는 약 4.5M 정도가 효

과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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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4. Extraction yields of each element with absorbed dose of the 

γ-ray irradiated (0.5M DMDBTDMA-0.5M DHOA)/NDD-4.5M

HNO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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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5. Effect of nitric acid concentration on extraction yields of 

each element in the γ-ray irradiated (0.5M DMDBTDMA- 

0.5M DHOA)/NDD system at 2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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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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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출 온도 향

           2x10
6 

Gy에서 조사시킨 (0.5M DMDBTDMA + 0.5M DHOA)/NDD- 

4.5M HNO3 추출 계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속이온의 분배거동을 Fig. 3.2.2-16

에 도시하 다. 추출 온도가 증가할수록 Am, Eu, Nd, Ce,  Y 추출율은 감소하

으며, Cs과 Sr은 온도 변화에 무 하게 미량 추출되었다. 추출 온도가 증가할수

록 앞에서 언 한 제 3상 생성 상은 감소하는 장 을 나타내었으며, 방사선 미조

사 추출 계의 Am 추출율과 비교해 보면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추출 온도는 추출

율과 제 3상 형성을 모두 고려하여 실온인 20～25℃가 최 일 것으로 단된다. 

       (라) 추출시간 향

    2x10
6 

Gy에서 조사시킨 (0.5M DMDBTDMA + 0.5M DHOA)/NDD- 

4.5M HNO3 추출 계에서 추출장치 Wrist Action Shaker, Burrell, Model 75 

(USA)를 사용하여 추출 시간 5～60분까지 시험한 결과 추출 시간 10분이면 평형

상태에 도달하 으며, 회분식의 본 실험의 경우 최  추출 시간은 약 20분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 다.

       (마) 역추출    

    2x106 Gy에서 조사시킨 (0.5M DMDBTDMA + 0.5M DHOA)/NDD- 

4.5M HNO3 추출 계에 의한 An(+3)/Ln(+3) 등이 공추출된 유기상을 사용하여 

0.01～0.5M 질산 용액으로 역추출한 결과 (Fig. 3.2.2-17 참조), 질산농도 0.1M

일 때 Am, Eu은 99% 이상, Nd, Ce, Y은 96% 이상 역추출되어 역추출에는 별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라. 결 언 

      (1) DMDBTDMA의 안정성 시험 

          DMDBTDMA의 열  안정성은 25～80℃에서 DMDBTDMA의 농도와 

Am, Eu의 추출율 변화가 없는 매우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 다. 반면에 100℃일 

때는 약 7.5% 정도가 열분해 되었으며, 100℃에서 열처리한 0.5M DMDBTDMA/ 

NDD로 3.5M 질산에서 Am과 Eu의 추출율은 각각 약 6%씩 감소하 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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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6. Effect of temperature on extraction yields of each element in 

the γ-ray irradiated (0.5M DMDBTDMA-0.5M DHOA)/NDD 

-4.5M HNO3 system at 2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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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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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DBTDMA의 화학  안정성은 0.5M DMDBTDMA/NDD를 3.5M 질산에 38

일 동안 하여도 질산 가수분해에 해 매우 안정하 다. DMDBTDMA에 한 

내방사선성 (1x103～ 3x106Gy)은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DMDBTDMA의 

색상은 진은 황갈색으로 변하 다. FT-IR 스펙트럼에서 3470 cm
-1

에서 방사선 분

해생성물  2차 아민 피크가 측정되었다. DMDBTDMA의 방사선 분해생성물  

n-methyl hexylamine, tetradecane, 1-tetradecanol의 3가지 성분을 GC/MS 

-SIM으로 정량 분석하 다. 

      (2) DHOA의 안정성 시험

  DHOA에 한 방사선 안정성 시험 (1x10
3
～ 3x10

6 
Gy) 결과 방사선 조

사선량이 증가할수록 DHOA의 색상은 짙은 황갈색으로 변하 으며, 5x10
5

 Gy 이

상에서 젤라틴 형태의 고형물을 형성하 다. 방사선이 조사된 DHOA의 FT-IR 스

펙트럼에서는 1730 cm
-1

에서 carboxylic acid 피크와 3470 cm
-1

에서 2차 amine 

피크가 측정되었다. DHOA 분해생성물  di-hexylamine, octanoic acid의 2가지 

성분을 GC/MS-SIM으로 정량 분석하 다. 

 

      (3) DMDBTDMA에 의한 Am/RE의 공추출에 미치는 방사선량 향

  An(+3)의 표원소로 Am을, Ln(+3)(/RE)의 표원소로는 Eu, Nd. Ce, 

Y를, 기타 이원소로 Cs, Sr 등이 함유된 7성분을 상으로 2x10
6 

Gy에서 방사

선조사 시킨 (0.5M DMDBTDMA +0.5M DHOA)/NDD로 방사선 조사선량, 질산 

농도, 추출 온도, 추출 시간  역추출에 하여 고찰하 다. 방사선 조사선량 

1x10
6 

Gy부터 속원소의 추출율이 감소하는 상은 DMDBTDMA, DHOA  

HNO3의 방사분해에 의한 결과이며, 수용상의 질산 농도가 증가할수록 속 원소의 

추출율이 증가하다가 질산 농도가 5～6M에서 추출율 증가 상이 격히 둔화되었

다. 추출 온도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제 3상 생성 상은 감소하는 장 은 있으나 

추출율이  감소하 으며, 추출시간 10분이면 평형에 도달하 다. 역추출의 조

건으로는 0.1M HNO3이며, 이때 Am, Eu은 99% 이상, Nd, Ce, Y은 96% 이상  

역추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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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DMDBTDMA  DHOA 합 성

1. 실 험

  가. 사용기기

      합성 물질의 구조 분석  물성 측정을 하여 수소 핵자기 공명(
1

H- NMR) 

spectrum 측정은 Bruker AF-400로, 화학  이동(δ)은 tetramethyl silane 

(TMS)를 내부 기 물질로 하여 측정하 다. 그리고  탄소 핵자기 공명(13C-NMR) 

spectrum은 Bruker AF-100로 측정하 으며, 화학  이동(ppm)은 tetramethyl 

silane (TMS)를 내부 기 물질로 하 다. 한편 외선(IR) spectrum은 Perkin- 

Elmer 1600 series FT-IR을 사용했으며 고체 시료는 KBr pellet 그리고 액체 시

료는 KBr window를 사용하 다. 녹는  측정은 Fisher-Johns apparatus를 사용

하 다. 

  나 . 시  약

      THF(tetra hydrofuran)는 나트륨과 benzophenone 존재 하에 24시간동안 

환류 시켜 정제하 으며, hexane은 나트륨에 하루이상 방치한 후 증류하여 사용하

다. Sodium hydride, 1-bromotetradecane, methylene chloride, 1-bromo 

octadecane, N-methylbutylamine, diethylether, ethylacetate, diethylmalonate, 

hydrochloric acid, anhydrous magnesium sulfate, benzophenone, benzene, 

hexane 그리고 sodium hydroxide는 시약을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 다. 

2. DMDBTDMA 합성  구조 분석 

   An(+3), Ln(+3)을 고산도에서 공추출할 수 있는 DMDBTDMA (N,N'-di 

methyl-N,N'-dibutyl(tetradecyl)malondiamide)의 합성을 목표로, Fig. 3.2-A1과 

같이 제 1 단계에서는 N,N'-dimethyl-N,N'-dibutylmalondi amide [2]를 합성하

고, 제 2 단계에서는 구물질 [2]의 α 치에 알킬기인 tetradecyl (-C14H29)를 

목시켜 DMDBTDMA [3]을 합성하는 두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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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Fig. 3.2-A1. Synthesis scheme and photograph of DMDBTDMA [3].

  가. N,N'-dimethyl-N,N'-dibutylmalondiamide [2] 합성

    (1) 합성

        N,N'-dimethyl-N,N'-dibutylmalondiamide [2]의 합성은 250mL의 반응

용기에 diethylmalonate [1] (25.0g, 0.156mol), N-methylbutyl amine (40.0g, 

0.468mol)를 autocleave 용기에 넣고 105℃의 오일 탕 하에서 15 psi를 유지하면

서 48시간 동안 가열한다. 환류 시키면서 교반한 후에 TLC (in iodine chamber)

로 반응의 진행을 확인한다. 반응이 완결된 것이 확인되면 교반과 환류를 단시키

고 실온으로 식힌다. 반응이 완결된 혼합물을 rotary 증발기를 이용해 과량의 

amine을 증류하고 반응 혼합물을 CH2Cl2 (150mL)을 넣고 녹인 후에 분액깔때기

에 넣고 유기층을 물(100mL)로 2번 씻어주고 100mL NaHCO3 용액으로 2번 씻어

 다음에 100mL NaCl 포화용액으로 2～3회 씻어 다. 유기층을 분리하고 이를 

무수 magnesium sulfate로 건조시킨다. 무수magnesium sulfate를 여과하여 제거

하고 거른 여과액을 rotary 증발기를 이용하여 용매를 증류하면 노란색 오일로 남

게 된다. 감압 증류 (140℃/1.5 torr) 하면 투명한 용액을 얻을 수 있다. Hexane으

로 0℃에서 재결정하면 노란색 고체가 얻어지며, 녹는 을 측정한 결과 88～ 89℃



- 209 -

이고 이때 수득율은 약 65% 다.

    (2) 구조 분석

        합성 생성물 [2]의 정확한 구조 분석을 해 
1

H-NMR spectrum 을 확인

하 는데, 우선 0.9～1.0 ppm에서 각각 6개의 수소 분비로 2개의 triplet로 보여

져 아미드기의 끝에 있는 두 개의 메틸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1.

0～1.6 ppm의 broad peak는 질소에 붙어있는 두 의 ethylene peak 이고 8개의 

수소 분비를 알 수 있다. 한 2.9 ppm의 double peak와 3.3 ppm의 single 

peak는 질소에 붙어 있는 메틸기임을 알 수 있다. 3.2 ppm의 multiplet의 peak는 

카르보닐기  탄소의 수소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 모든 분비를 확인한 결과 원

하는 생성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C-NMR spectrum에서는 20 ppm 이하의 두 개의 peak로써 질소에 붙어있는 

부틸기의 맨 끝에 있는 두 의 탄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ig. 3.2-A1의 

[2]에서 보는 와 같이 칭 인 화합물이기 때문에 체 으로 7개의 peak가 나

와야 되지만 아미드 그룹이 존재할 경우 mesomeric 효과에 의해 칭성이 떨어진

다. 결국 11개의 탄소 peak가 나오게 된다. 30～50 ppm에서 나오는 여러 탄소 

peak는 질소 바로 에 있는 한 의 ethylene과 한 의 메틸기라고 할 수 있으

며 167 ppm 근방에서 나오는 탄소 peak는 카르보닐기의 탄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IR spectrum은 KBr로 pellet을 만들었을 경우에 1668 cm
-1

에서 강한 C=O 

stretching을 볼 수 있으며 이것으로 아미드기가 합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68 cm
-1

 과 1088 cm
-1 

부근의 broad peak는 C-N 그리고 C-C의 stretching을 

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1

H-NMR, 
13

C-NMR, IR의 분석으로부터 물질 [2]가 순

수하게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N,N'-dimethyl-N,N'-dibutyl(tetradecyl)malondiamide [3] 합성

    (1) 합 성

      (가) 소량 합성 (5g 규모)

   질소 분 기 하에서 250mL의 반응 용기에 malondiamide [2] (5.0g, 

0.0206mol)와 THF (150mL)를 넣고 교반하면서 0℃의 얼음 탕 하에서 sodium 



- 210 -

hydride (1.48g, 0.0618mol)를 넣고 30분간 교반시킨 후에 10℃에서 syringe를 이

용하여 1-bromotetradecane (4.5g, 0.0227mol)를 넣고 실온에서 5시간 동안 교반

한다. 용액을 1～2시간 동안 환류 시키면서 교반한 후에 TLC로 반응의 진행을 검

사한다. 반응이 완결된 것이 확인되면 교반과 환류를 단시키고 실온으로 식힌다. 

반응이 완결된 혼합물을 rotary 증발기 를 이용해 용매를 증류하고 반응 혼합물에 

물을 넣은 후에 분액깔때기에 넣고 hexane으로 추출한 후에 물로 씻어주고 다시 

유기 층을 묽은 염산용액으로 씻어  다음, 100mL NaCl 포화용액으로 2～3회 씻

어 다. 유기 층을 분리하고 무수 Mg (magnesium) sulfate로 건조시킨다. 무수 

Mg sulfate를 여과하여 제거하고 거른 여과액을 rotary 증발기를 이용하여 용매를 

증류하면 은 노란색 오일로 남게 된다. 감압증류 (100～135℃) 하면 투명한 용

액을 얻을 수 있다. 불순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ethyl acetate/hexane = 1/4의 

개용매를 이용하면 투명한 오일이 얻어지며, 이때 수득율은 약 65% 다. 

      (나) 다량 합성 (100g 규모)

    소량 합성 방법과 마찬가지지만 용매는 계산한 양보다 50% 게 넣고 

sodium hydride는 계산 양보다 1.5배 더 넣는다. 질소 분 기 하에서 2,000mL 반

응용기에 malondiamide [2]  (100.0g, 0.41mol)와 1,500mL 의 THF를 넣고 교반

하면서 0℃의 얼음 탕 하에서 sodium hydride  (44.0g, 1.854mol)를 넣고 30분간 

교반시킨 후에 10℃에서 syringe를 이용하여 1-bromotetradecane (138.0g, 0.5 

mol)를 넣고 실온에서 20시간 동안 교반한다. 용액을 10시간 동안 환류 시키면서 

교반한 후에 TLC로 반응의 진행을 검사한다. 반응이 완결된 것이 확인되면 교반과 

환류를 단시키고 실온으로 식힌다. 정제 과정은 소량 합성법과 같다.       

    (2) 구조 분석

 합성된 물질 [3]의 구조 분석을 하여 
1

H-NMR spectrum을 찰하 는

데 (Fig. 3.2-A2 참조), tetramethylsilanae (TMS)를 내부 기  물질로 하고 용

매를 deuterium chloroform으로 하 을 때 우선 0.8～0.95 ppm 에서 각각 3개의 

수소 분비로 총 9개의 수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아미드기의 끝

에 있는 두 개의 메틸기와 tetradecyl 기의 끝에 존재하는 메틸기가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응이 진행되고 원하는 생성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바로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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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A2.
1

H-NMR spectrum of DMDBTDM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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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에서 큰 broad peak가 측정되었다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즉, 출발 물질 

[2]에서는  찰되지 않은 새로운 peak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수소 분비

는 아미드기의 부틸기에서 한 의 methylene (4개의 수소) 그리고 tetradecyl 기

에서 26개의 수소가 한꺼번에 나오므로 크고 둥근 peak로 나오는 것이다. 1.4 

ppm에서 나오는 것은 카르보닐기의 β- 치의 탄소에 있는 두 개의 수소를 나타낸

다. 2.9～3.0 ppm 사이에서 찰되는 복잡한 peak는 아미드기의 두 질소에 있는 

한 의 메틸기를 나타내며 3.2～3.5 ppm 에서 나오는 작은 peak는 아미드의 α-

치에 있는 탄소의 수소 peak 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수소 치 그리고 분 비를 

확인한 결과 원하는 생성물을 합성되었다는 알 수 있었다.

  
13

C-NMR spectrum으로 확인한 결과는 Fig. 3.2-A3와 같다. 내부기  물질을 

TMS로 하 고 용매는 CDCl3로 하 다. 15 ppm에서 나온 두 peak는 tetradecyl 

기와 아미드의 부틸기의 끝에 있는 메틸기에서 기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 ppm

에서 여러 peak가 나오는데 이는 tetradecyl 기가 붙었다는 직 인 증거가 되는 

것이며 최소한 탄소가 10 정도는 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50 ppm 근처에 있는 

peak는 질소 에 붙어 있는 탄소 그리고 카르보닐기의 알  치에 있는 탄소에

서 왔음을 알 수 있었다. 170 ppm에서 단일 peak는 아미드 카르보닐기가 존재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R spectrum은 Fig. 3.2-A4에 잘 나타나 있는데 KBr로 pellet을 만들었을 경

우에 1642 cm
-1

에서 강한 C=O stretching을 볼 수 있으며 이것으로 아미드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468과 1088 cm-1 부근의 broad peak는 각각 C-N 

그리고 C-C의 stretching을 찰할 수 있었고 지문 역에서도 아미드 능기의 

형 인 peak 형태를 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1H-NMR, 13C-NMR, IR 분석으로부터 DMDBTDMA가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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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A3.
13

C-NMR spectrum of DMDBTDM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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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A4. IR spectrum of DMDBTDM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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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HOA 합성  구조 분석 

   본 연구는 고산도 취  An(+3)의 선택  추출제 DMDBTDMA의 상보조제인 

DHOA(dihexyl octanamide)의 합성은 Fig. 3.2-A5와 같이 2 단계의 합성과정을 

거쳐 수행하 다. 

O

OH

O

N

O

SOCl2
Methylene chloride

Cl

Dihexylamine
Methylene chloride

A B

C

0 oC

0 oC

DHOA

DHOA

O

N

Fig. 3.2-A5. Synthesis Scheme and photograph of DHOA, [C]

가. Octanoyl chloride [B]의 합성

    시발 물질 [A], octanoic acid에 과량의 SOCl2(thionyl chloride)를 넣고 용매

로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하여 반응온도를 0～10℃로 맞추어 반응을 시킨다. 반응시

간은 약 10～15시간 정도로 하면 된다. 반응 도  HCl  SO2 가스가 방출되는 

것을 유 을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반응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반응이 끝나면 

회 식 증발 건조기를 이용하여 여분의 SOCl2  디클로로메탄을 증발시켜서 불투

명한 노란색 오일 형태의 물질 octanoyl chloride, [B]가 합성된다. 이때 수득률은 

80～85%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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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HOA [C] 합성 

    합성된 [B]에 dihexylamine을 넣고 용매로 디클로로메탄을 넣고 반응온도를 

0～10℃로 맞추어 반응을 시킨다. 반응시간은 약 24시간 정도로 하면 된다. 여기서 

반응 도  HCl 가스가 방출되는 것을 유 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반응이 진

행됨을 알 수 있다. 반응이 끝나면 회 식 증발 건조기를 이용하여 용매인 디클로

로메탄을 증발시켜서 원하는 물질 [C] 가 불순물과 함께 생성된다. 이때 정제 과정

에서 5% HCl과 디클로메탄을 각각 100mL 씩 넣고 원하는 물질만 유기층으로 추

출한 후 유기층을 무수 황산마그네슘으로 건조시킨다. 침 된 무수 황산마그네슘을 

거른 후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을 회 식 증발 건조기로 제거하면 원하는 순수한 물

질 [C], 즉 DHOA가 합성된다. (Fig. 3.2-A6～Fig. 3.2-A8 참조). 필요에 따라서

는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정제할 수도 있다. 물질 [C]의 수득률은 약 70% 

정도이고 투명한 노란색 오일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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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A6. 1H NMR spectrum of DHO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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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A7. 
13

C NMR spectrum of DHO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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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A8. Mass spectrum of DHO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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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An(+3)의 선택  분리

    1. 서 언

       고  폐기물 (HLW : High-Level radioactive Waste)에는 미량의 U 

(Uranium)과 Pu(Plutonium), Np (Neptunium), Am (Americium), Cm(Curium) 

등의 장수명 핵종이 함유되어 있다. 이  산화가 +3가의 Actinide (Am, Cm 등 : 

이후 An(+3)로 표기)와 RE (Rare earth elements)의 상호 분리는 RE 원소가 총 

핵분열생성물 (FP : Fission Product)의 약 1/3 정도로, An(+3) 보다 과량 (약 60

배 정도) 함유되어 있어 HLW의 부피 감용화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할 요한 분리 

기술 의 하나이다 [1-3]. 그러나 An(+3)과 RE는 유사한 화학  성질로 인하여 

이의 상호분리가 매우 힘들어, 이에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직도 확립된 기술이 없는 실정이다. 여기서 RE는 Lanthanide (Ce, Nd, Eu 등 : 

이후 Ln(+3)로 표기)에 Y (Yttrium)이 포함된 것으로 Lanthanide의 존재량이 Y 

보다 매우 많고, 산화가 상태 한 +3가로 동일하여 통상 Ln(+3)으로 총칭하여 표

기하기도 한다.

  지 까지의 An(+3)와 RE의 분리법으로는 용매추출법, 침 법, 흡착법, 이온교환

법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1-3], 주로 용매 추출법에 근간을 두고 있

으며, 일반 으로는 An(+3)나 는 RE와 함께 형성된 복합체의 결합 강도의 차이

나 는 복합체의 배  결합의 세기를 이용하여 분리를 수행하고 있다. 자는 주

로 산소 형태의 hard donor를 이용하는 것으로 복합체 안정도가 이온의 상호작용

에 기 하기 때문에 An(+3)와 Ln(+3)를 상호 분리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후자는 

soft donor를 이용하는 것으로 soft Cl- donor는 부식성과 고농도의 Cl- 사용에 

따른 문제  등으로 이용하기가 어렵고, di-(2-ethylhexyl) dithiophosphoric acid

와 같은 S 주개 (sulfur donor)는 0.05M의 질산에서 Am과 Eu을 효과 으로 분리

할 수 있으나 화학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그리고 N-heterocyclic 

donor는 Am과 Eu의 분리는 양호하나 수용상 내 pH가 높기 때문에 공학  조건

에 부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S 주개 화합불보다 화학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질소 주개 (soft N  donor) 화합물로 TPTZ (2.4.6-tri(2- 

pyridyl)-1.3.5-triazine)와 BTP (bis triazinyl pyridine) 등이 있으나 [4-9], 

재는 고산도(약 2M 질산)에서도 An(+3)에 한 선택성이 우수하고, An(+3)의 추



- 221 -

출 시 단 시간 내 평형에 도달하며, 규모 합성이 용이한 BTP를 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9]. 

   본 연구는 BTP 유도체  하나인 nPr-BTP [2.6-Bis-(5.6-di-n-propyl- 

1.2.4-triazin-3-yl)-pyridine]를 자체 으로 합성하여, 이에 의한 An(+3)의 선택

 추출 거동을 규명하 다. BTP의 일반  구조식은 Fig. 3.3-1과 같으며 R에는 

H, methyl, ethyl, n-propyl, i-propyl, n-butyl, i-butyl 등이, R'에는 H, 

i-nonyl 등이 함유되고, nPr-BTP의 경우는 R에 n-propyl, R'에는 H가 함유되어 

있다. 

NN

N N N N

N RR

R'

R R
    

 Fig. 3.3-1. General formula of BTPs

  실험은 우선 다양한 희석제에서 nPr-BTP의 용해성과 안정성을 검토한다. 그런 

다음 nPr-BTP에 의한 질산의 추출 특성과 다성분 계에서 조업 변수 (산도, NO3
- 

농도, nPr-BTP 농도, 온도, O/A 비 등)에 따른 Am과 RE의 추출 특성  공존 

원소의 거동 등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Am과 RE의 역추출 특성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nPr-BTP/nitrobenzene 계에 의한 An(+3)의 선택  분리 기술

의 용성을 평가한다. 

    2. 실  험

     가. 모의용액 제조

         모의 용액은 본 연구의 주 심 상 핵종인 An(+3)의 표원소로 Am

을, RE 표원소로는 Ce (Cerium), Nd (Neodymium), Eu (Europium) 등의 Ln 

(+3)과 Y, 그리고 용매추출 공정 반에서 문제 핵종으로 작용하고 있는 Mo, Fe 

등이 함유된 다성분 계로 구성하 다. 용액 제조 시 사용된 모든 시약 (Mo를 제외

하고는 모두 질산염 형태, Junsei 제품)은 모두 Aldrich 제품의 특  시약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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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제 과정 없이 직  사용하 다. 그리고 Am과 Eu의 방사성 동 원소는 미국

의 IPL(Isotope Product Lab.)에서 2M 질산에 용해되어 있는 Am-241과 

Eu-152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 다. 그리고 추출 용매는 자체 합성한 nPr-BTP 

(순도 99%)에 희석제로 nitrobezene을 혼합하여, 추출 조건의 질산 용액과 평형상

태가 되도록 분액깔때기에서 진탕하여 선 평형 시킨 다음 상 분리하여 비하 다. 

Table 3.3-1은 모의 용액 내 각 원소의 농도 조성이다. 

Table 3.3-1. Chemical composition of simulated HLW solution

Element Compound Concentration, (ppm)

Am Am-241 Tracer

Ce Ce(NO3)3 6H2O 384

Nd Nd(NO3)3 6H2O 1,050

Eu Eu-152 Tracer

Eu(NO3)3 5H2O 37

Y Y(NO3)3 4H2O 55

Mo (NH4)6Mo7O24 4H2O 14

Fe Fe(NO3)3 9H2O 12

     나. 실험 방법

         모든 실험은 회분식으로 상온에서 수행하 다. 방법으로는 ① Am, RE의 

추출은 20ml vial에 미리 제조한 모의용액과 추출제인 nPr-BTP/nitrobenzen(이

후 nPr-BTP로 기술)을, ② Am의 역추출은 0.1M nPr-BTP-1M HNO3 계의 부

하 유기상(loaded organic phase)과 산도 질산 용액을 각각의 실험 조건에 맞추

어 일정량씩 취한다. 이를 온도와 시간 조 기가 부착된 진탕기(dry air bath 

shaker, 국제과학, model : 36-sin-100)을 이용하여, 약 60분간 진탕하여 완 히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런 후 20분 간 정치(settling)하고, 상 분리하여 수용

상에 존재하는 속이온  수소 이온(H
+

)의 농도를 분석하여 수행한다. 이때 유기

상에 있는 속 이온  수소 이온의 농도는 물질수지 식에 의해 계산하 다. 

     다. 분석

         방사성 동 원소인 Am-241, Eu-152의 농도 분석은 MCA(multi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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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r, Model: OXFORD TC702, HPGe detector)를 이용하여, Ce, Nd, Eu, 

Y, Mo, Fe 등의 농도는 ICP (Inductive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Model : ISA Jobin-Yvon JY 50P and JY 38 Plus)를 이용하여 각각 분석하

다. 그리고 수용상 내 질산농도 분석은 0.1N NaOH 표  용액을 정 용액으로 이

용하여 자동 정 분석기(model : Metrohm 716 DMS Titrino)로 각각의 수소 이

온 농도를 분석하여 측정하 다. 한편 추출 분배계수(D), 추출율(E)  역추출율

(S)은 유기상  수용상에 존재하고 있는 각 원소의 농도를 분석하여 다음 식에 의

해 각각 계산하 다. 

D = COrg./CAq.,   E(%)= 100 x RD/(1+RD),  S(%)= 100 - E     (1)

  여기서 COrg.  CAq.는 각각 유기상  수용상에서의 각 원소의 농도(mol/L)이

고, R은 O/A 비를 의미한다. 

    3. 실험 결과  고찰

     가. nPr-BTP의 용해성  안정성 

         nPr-BTP에 의한 Am의 선택  추출에서 우선 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

항은 nPr-BTP의 용해성  화학  안정성 여부이다. Table 3.3-2은 각 희석제에 

따른 nPr-BTP의 용해 정도와 0.04M nPr-BTP/x diluent-1M HNO3 계에서 

Am의 추출율  Am/Eu의 상호분리 계수(separation factor, SF=DAm/DEu)를 나

타내었다.

  nPr-BTP의 용해성은 방향족 화합물  양성자성 용매(protonic solvent)인 

octanol, decanol과 극성 용매(low polar solvent)인 t-Butylbenzene에는 부분

으로 용해되었으며, 100% octanol의 경우 nPr-BTP가 거의 용해되었으나, 1일 

경과 후에 침 물이 재생성 됨을 보여 주었다. 이때 Am의 추출율은 5% 이하

(DAm<0.05) 고 Am/Eu의 상호분리 계수(SF)는 약 5 정도 다. 그러나 다른 방

향족 화합물인 nitrobenzene의 경우는 Am의 추출능(DAm=0.49)과 선택도(SF=18)

가 100% octanol 보다 격히 증가되었는데 이는 nitrobenzene이 극성 용매로 강

력한 용매화(solvation) 반응을 하는데 기인하는 것 같다. 한편 지방족 화합물인 

docecane의 경우는 nPr-BTP가  용해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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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nPr-BTP/nitrobenzene을 선정하 다. 

Table 3.3-2. Influence of various diluents on the extraction of Am and Eu 

in 0.04M nPr-BTP/x diluent-1M HNO3 system.

Octanol
Decanol

t-Butyl 

benzene

Nitro- 

benzene
Dodecane

20% 50% 100%

용해도 △ △ o △ △ o x

DAm 0.05 이하  0.49

DEu 0.01 이하 0.027

SF 약 5 약 18

o : 완  용해   △: 부분 용해    x: 불용해

  한편 nPr-BTP의 질산에서의 안정성은 Fig. 3.3-2와 같이 1M HNO3에서는 거

의 1주일 동안 안정하나, 2M HNO3의 경우 4일 이후부터, 4M HNO3의 경우는 6

시간 이후부터 질산에 의한 가수분해로 nPr-BTP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있다. 

     나. 질산 추출 

         Fig. 3.3-3은 기 질산 농도 변화에 따른 질산의 추출 분배계수이다. 질

산 농도가 증가 할수록 다소 증가하는 것 같으나 증가 폭이 거의 실험 오차 범 에 

있어 질산 농도에 별 향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질산의 분배계수(DHNO3)는 

0.1M nPr-BTP의 경우 0.1 정도, 0.04M nPr-BTP의 경우는 0.04 정도로 nPr- 

BTP의 농도에 직 으로 비례하는 DHNO3=k․[BTP]로 표 할 수 있다. 여기서 

k=1L/mol 이다. 이외에도 0.1M 이상의 nPr-BTP를 사용할 시 상당량의 질산이 

유기상으로 추출(0.1M nPr -BTP의 경우 약 9% 정도 추출) 되기 때문에 수용상 

내 질산 농도를 정확히 제어하기 해서는 추출 에 반드시 실험 조건의 질산과 

선평형 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다. Am 선택  추출 

      (1) 단일 성분계

       (가) 질산 농도, nPr-BTP 농도  NO3
- 농도 향

            Fig. 3.3-4는 0.1M nPr-BTP-xM HNO3 추출 계에서 수용상 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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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Am with aging time in 0.1M nPr- 

BTP/nitrobenzene-xM HNO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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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nitric acid with concentration of 

nitric acid in xM nPr-BTP/nitrobenze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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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Am and Eu with concentration of 

nitric acid in 0.1M nPr-BTP/nitrobenzene-xM HNO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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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농도 변화에 따른 Am과 Eu의 분배계수이다. 질산 농도가 증가할수록 Am  

Eu의 추출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약 1M～2M을 분기 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질산 농도 증가(3M 이상)에 따른 BTP의 가수분해로 안정성이 떨어진데 기인

하는 것 같으며 0.02M nPr-BTP/(70% TPH-30% octanol)의 경우 약 0.8M 질

산까지는 DAm이 격히 증가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감소한다는 Hill의 결과 [6,7]와 

비슷한 경향이다. 

  Fig. 3.3-5는 xM nPr-BTP-1M HNO3 추출 계에서 nPr-BTP 농도 변화에 따

른 Am, Eu의 분배계수를 log-log 함수로 나타낸 이다. nPr-BTP 농도 증가에 따

라 증가하고 있으며, 기울기(slope)는 Am=2.08, Eu=1.87로 약 2 정도 다. 이는 

xM nPr-BTP/(80% TPH-20% octannol)-1M HNO3 계에서 기울기가 Am=2.8 

±0.1, Eu=2.7±0.1로 발표 Charbonnel의 결과 [10,11] 보다 은 값으로 본 연구 

계가 희석제로 nitrobenzene을 사용한데 기인하는 것 같으며, An(+3)는 2개의 

BTP와 착물을 형성하여 추출됨을 알 수 있다. 

  Fig. 3.3-6은 각각 0.1M nPr-BTP-0.1M HNO3과 0.1M nPr-BTP-1M HNO3 

추출 계에서 NO3
- 이온 농도 변화 (NaNO3를 첨가하여 조정)에 따른 Am, Eu의 

분배계수를 log-log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Am과 Eu 모두 NO3
-

 농도 증가에 따

라 증가하고 있어 nPr-BTP에 의한 추출이 용매화 반응으로 추출됨을 알 수 있다. 

이때 기울기는 0.1M 질산의 경우 Am=0.96, Eu=0.76이고, 1M 질산의 경우는 

Am=0.85, Eu=1.12로 약 1 정도 다. 이는 0.04M nPr-BTP/(80% TPH-20% 

octannol)-1M HNO3 계에서 NO3
-

 농도를 2M 까지 변화시켜 기울기가 Am=2.85, 

Eu=2.89로 발표한 Hill의 결과 [6,7]와 0.04M nPr-BTP/(70% TPH-30% 

octannol) 계의 경우 질산 농도 0.45M 이하에서는 Am=1.8, Eu=1.7의 기울기를 

가지며, 질산 농도 1M 정도에서는 NO3
-

 농도에 별 향이 없는 것으로 발표한 

Rat의 결과 [12]와는 차이가 나지만, 본 연구 계에서는 An(+3)와 NO3
-가 1:1로 착

물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나) 온도, 추출 시간  정치 시간 향

            Fig. 3.3-7은 0.1M nPr-BTP-1M HNO3 계에서 반응 온도에 따른 

Am과 Eu의 추출율이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모두 추출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이때 기울기는 Am=1,407, Eu=835로, 엔탈피(△H)와 평형 상수(K)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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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Am and Eu with concentration of 

nPr-BTP in xM nPr-BTP/nitrobenzene-1M HNO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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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Am and Eu with temperature in 

0.1M nPr-BTP/nitrobenzene-1M HNO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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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Vant Hoff 계식 즉, d ln K/dT=-△H/RT
2 

으로부터 Am과 Eu의 겉보기

(apparent) 엔탈피는 △HAm=-26.9kJ/mol, △HEu=-15.9kJ/mol 이다. 이는 nPr- 

BTP에 의한 Am과 Eu의 추출이 △HAm=-47±3kJ/mol, △HEu=-31±6kJ/mol의 음

수 값을 가지는 Charbonnel의 결과 [11]보다 다소 작은 값이지만 엔탈피 항에 의

해 제어되는 발열 반응으로, 각각 온도 증가에 따라 분배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은 

일치하고 있다. 

  Fig. 3.3-8은 0.1M nPr-BTP-1M HNO3 계에서 추출 시간  추출 후 정치 시

간에 따른 Am과 Eu의 추출율을 나타내고 있다. 추출 시간은 Am, Eu 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30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반면에 정

치 시간은 추출 후 10분 이내에서는 탁액(emulsion)으로 존재하고 있어 10분 이

상이 경과된 후라야 상분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10분 이상에서 Am과 Eu의 추

출율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추출 시간은 60분, 정치 시간은 

20분으로 고정하여 수행하 다. 

      (2) 다성분 계 추출 

          일반 으로 An(+3)의 공추출 기 은 실제 HLW의 처분 시 잠재  험

성을 최소화하기 해서 HLW로부터 분리계수 약 100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13], 본 연구는 1단 기  추출율 80% 이상(DM ≥4)를 기 으로 하 다. 이는 연

속식 다단 추출의 경우 3～4단을 거치면 99% 이상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g. 3.3-9는 0.1M nPr-BTP-1M HNO3 계에서 O/A 비 변화에 따른 Am, Eu

의 추출율이며, 작은 그림은 O/A=1에서 추출한 각 원소의 추출율을 나타내고 있

다. O/A 비 증가에 따라 추출율이 증가하는 일반 인 경향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O/A 비 증가에 따라 nPr-BTP의 농도가 증가된 데 기인한 것으로 동일 상비에서 

nPr-BTP의 농도를 증가시켜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O/A=2에

서 약 85%의 Am과 약 8%의 Eu (기타 Ce, Nd, Y 등은 3% 이하)가 추출되었으

며, 이때 Am/Eu의 상호분리 계수는 60 정도로 Am을 RE로부터 효과 으로 분리

할 수 있다. 한편 Fe, Mo 등은 nPr-BTP에 한 분배계수가 높아 (Fe는 약 98%, 

Mo는 약 65% 추출) Am과 같이 공추출 할 것으로 단되며, Am의 제염도를 높

이기 해서는 Am의 추출 에 이들 핵종을 미리 제거하거나, 역추출 단계에서 

Am과 공역추출이 되지 않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BT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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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 Extraction yields of Am and Eu with time of extraction and  

settling in 0.1M nPr-BTP/nitrobenzene-1M HNO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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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Extraction yields of Am and Eu with ratio of O/A in 0.1M nPr 

-BTP/nitrobenzene-1M HNO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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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3)와 RE가 1차 공분리된 혼합 용액으로부터 An(+3)만을 선택 으로 추출하

여 분리하려는 SANEX (selective actinide extraction)의 기본 추출제 [14-16]임

을 고려하여 볼 때 An(+3)의 역추출 단계보다는 An(+3)의 선택  추출 앞 단계에

서 미리 제거 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부터 Am의 선택  추출은 O/A=2, 0.1M nPr-BTP/nitrobenzene-1M 

HNO3 계, 추출 시간은 60분, 추출 후 정치 시간은 20분 정도가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 

     라. 역추출

         Fig. 3.3-10은 O/A=1, 0.1M nPr-BTP/nitrobenzene-1M HNO3 계에 

부하된 유기상(loaded organic phase)을 상으로 산도 질산 농도 변화에 따른 

Am, Eu의 역추출율이다.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나 감소폭이 

실험 오차 범 에 있고, 특히 Am의 경우 질산 농도 0.05M 이하에서는 41±2% 정

도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이는 미리 측하지 못한 결과로서 0.1M 

nPr-BTP/nitrobenzene-1M HNO3 계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 같다. 즉 0.1M 

nPr-BTP에 1M의 질산 용액을 시켰을 때 유기상으로 추출되는 질산의 양은 

Fig. 3.3-3에 의거 약 9.1% (DHNO3=0.1)로 0.1M의 질산이 추출되며, 질산이 부하

된 유기상을 0.01M～0.05M의 산도 질산 용액으로 역추출 하면 역추출 수용상 

내 질산 농도는 각각 0.1M～0.14M 정도이다. 상기 질산 농도 범 에서의 Am, Eu

의 추출은 Fig. 3.3-4에서 보는 와 같이 추출율의 변화가 크지 않아 역추출율 

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보다 효과 으로 역추출을 수행하기 

해서는 질산의 추출을 억제할 수 있는 BTP의 농도 감소나 O/A 비 감소로 조정

할 수 있으나, BTP 농도 감소는 Am의 추출율 감소를 동반하므로 O/A 비 감소가 

보다 효과 일 것으로 보인다.  

  Fig. 3.3-11은 Fig. 3.3-9의 다성분 계 부하 유기상을 상으로 질산 농도 

0.05M의 역추출 계에서 O/A 비 변화에 따른 Am, Eu의 역추출율이며, 작은 그림

은 동일계 O/A=1에서 역추출한 각 원소의 역추출율이 나타나 있다. O/A 비 증가

에 따라 역추출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O/A 비 증가에 따른 추출율의 증가에 기

인한다. 특이 으로는 O/A=0.1에서 부하 유기상과 역추출 수용상 사이에 제 3상이 

형성되어 상 분리 하는 데 1시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이다. 이는 증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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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부하 유기상과의 직  에서도 상 분리에 별문제가 없었던 것과는 다른 상

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한편 O/A=0.3에서도 Am의 약 

65%와 Eu의 96% 정도 밖에 역추출 되지 않아, O/A 비의 조정만으로는 Am을 효

과 으로 회수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Am의 역추출율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Am의 역추출 단 수를 늘리거나 (이 경우 고  방사성 물질의 부피 증가 

래), 산도 질산 용액 외의 다른 역추출제에 의한 역추출이 요구된다.

  그리고 Am의 회수 시 Eu가 함께 역추출 되는 것으로 보아 Am의 선택  추출 

단계에서 RE 원소의 공추출을 방지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역추출율은 Y, Nd 

>Eu,Ce>Am>>Mo, Fe 순으로 거의 추출의 역순이며, 특히 Fe, Mo 등은 BTP에 

한 분배계수가 높고, 산도 질산 용액으로는 거의 역추출 되지 않고 유기상에 

그 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요한 결과로서 Fe, Mo 등이 다소 Am

과 공추출 되어도 역추출 단계에서 Am과 함께 역추출 되지 않으므로 Am의 제염

도 차원에서는 보다 건설 이다. 이상으로부터 역추출 조건은 질산 농도 0.05M, 

O/A=0.3 정도가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

    4. 결  언 

       친환경  추출제인 nPr-BTP에 의한 Am(+3)의 선택  추출 분리를 수행

하 다. 희석제로는 nitrobenzene에서 완  용해되었으며, 질산 농도 2M 까지는 

가수 분해에 한 항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0.1M nPr-BTP/nitrobezene-1M HNO3  O/A=2에서 Am의 추출율은 약 

85% 정도이며, 이때 RE는 Eu가 8%, 기타 Ce, Nd, Y 등은 3% 이하가 공추출 

(Am/Eu의 상호분리 계수는 60 정도) 되어 Am의 선택  추출에서는 별 문제가 없

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부하 유기상 으로부터 Am의 역추출에서는 0.05M 질

산 용액으로 약 43%가 역추출 되었으며, O/A=0.3에서도 65% 정도만이 역추출되

어 질산 외의 다른 역추출제에 의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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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nP r - B T P ) 합 성

1. 실  험

  가. 사용기기

      본 연구는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로 400MHz 

(Bruker AF-400)와 100MHz를 사용하 으며, 화학  이동(δ)은 TMS (tetra 

methylsilane)를 내부 기 물질로 하여 실온에서 측정하 다. IR (Infra Red) 

spectrometer는 Bio-Rad FTS-155를 사용했으며 고체 시료인 경우에는 KBr 

pellet 그리고 액체 시료인 경우에는 KBr window를 사용하 다. 녹는 은 Fisher 

-Johns melting apparatus를 사용하 고, 원소  질량 분석은 각각 Vario EL- 

Elemental Analyzer와 JEOL-JMS-HX 110A/110A High Resolution Tandem 

Mass Spectrometry를 사용하 다.

  나. 시료

      THF는 나트륨과 benzophenone 존재 하에 24시간 동안 환류 시켜 정제하

으며, Acetonitrile은 3Å molecular sieve에 건조시킨 후에 P2O5 존재 하에 환

류 시켜 정제하 고, DMF는 4Å molecular sieve를 최소한 4일 이상 넣어둔 후 

사용하 다. Hexane은 나트륨에 하루이상 방치한 후 증류하여 사용하 다. 

Iodomethane과 ethyl bromoacetate, N,N-diethyl-2-chloroacet amide, 

iodotrimethyl silane, bromoacetic acid, tetramethyl ammonium hydroxide, 

potassium hydroxide, sodium hydride, picric acid, rubidium hydroxide, 

potassium carbonate, cesium carbonate, anhydrous magnesium sulfate, 

dichloromethane, acetone, chloroform, diethylether, ethylacetate, hydrochloric 

acid, p-tert-butylphenol, para formaldehyde 그리고 NaOH는 구입한 것을 정제

하지 않고 그 로 사용하 다.

2. nPr-BTP 합성  구조 분석

   본 연구는 An(+3)의 선택  추출제인 2,6-Bis(5,6-di-n-propyl-1,2,4-triazin 

-3-yl)-pyridine 즉, nPr-BTP [6]의 합성을 목표로 Fig. 3.3-A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5]번 간물질의 합성을 포함하여 총 5 단계의 합성 단계로 나 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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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 다. 

Fig. 3.3-A1. Synthesis scheme and photograph of nPr-BTP [6]. 

  가. 2,6-Pyridine dicarboxamide [2]의 합성

      최  구물질인 2,6-Pyridine dicarboxamide [2]의 합성은 질소 하에서 

500mL 삼구 라스크에 50g의 dimethyl-2,6-pyridine dicarboxylate [1]과 암모

니아수 10 당량을 넣고 물을 라스크의 1/2 가량 채운다음 24시간 교반하면서 가

열한다. 박막 크로마토그래피(TLC: thin layer chromato graphy)를 이용하고 

개용매로서 THF:MeOH=1:1을 사용하여 반응 진행여부를 확인한 후 실온으로 냉

각시킨다. 사용한 용매를 진공 증류를 이용하여 모두 제거한다. 용매를 제거하다 보

면 흰색 는 선분홍색의 고체가 생성된다. 이 고체에는 약간의 물기가 있으니 진

공 건조기를 이용하여 약 24시간 동안 충분히 건조시킨 후 고체를 어내면 순수한 

2,6-pyridine di carbox amide [2]를 85%의 수득율로 얻을 수 있다. 

  합성을 완료한 후 KBr pellet을 사용하여 외선 분 기(IR)로 측정해 보니 

3560, 3421, 1699, 1598, 1412, 1266, 996 cm
-1 

에서 각 능기의 피크가 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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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에스테르 능기에서 아미드 능기로 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TMS

를 내부 기 물질로 하 을 때 수소 핵자기공명 (
1

H-NMR) spectrum을 측정한 결

과 8.30～8.28 ppm (d, 1 H, py-Hmeta), 8.16～8.13 ppm (t, 1 H, py-Hpara), 

8.10～8.08 ppm (d, 1 H, py-Hmeta)에서 각 특정피크가 찰되었고, 탄소 핵자기

공명 (
13

C-NMR) spectrum에서 6개의 탄소피크가 찰됨에 따라 원하는 물질이 

합성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좀 더 정확한 구조 확인을 하여 질량 스펙트럼

(Fast Atom Bombardment Mass Spectroscopy)을 측정한 결과, m/z (M+) 

165.94 (Na을 뺀 값)로서 계산치 165.15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순수한 물

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융 을 측정해보니 118.2～119.1℃이었다.

  

  나. 2,6-Dicyanopyridine [3]의 합성

      2,6-Dicyanopyridine [3]의 합성은 질소 하에서 250mL 삼구 라스크에 

200mL의 1,1,2,2-tetrachloroethane을 넣고 10g의 2,6-pyridine di carboxamide 

[2]와 3 당량의 POCl3(phosphorus oxy chloride)을 넣는다. 이 때 POCl3는 

addition funnel을 사용하여 천천히 한 방울씩 첨가한다. (POCl3는 발암물질로 알

려져 있고 심한 냄새가 많이 나므로 꼭 후드에서 실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질소 

하에서 24시간 교반하면서 가열한다. 박막 크로마토그래피(TLC)를 이용하고 개

용매로서 THF:MeOH= 1:1을 사용하여 반응 진행여부를 확인한 후 실온으로 냉각

시킨다. (TLC 확인 역시 후드에서 실행하여야 한다.) 용매(1,1,2,2-tetrachloro 

ethane)를 진공 회 식 증발 농축기를 사용하여 제거한 뒤 200mL의 염화 메틸

과 10% NaHCO3 200mL를 이용하여 원하는 생성물을 유기 층으로 추출한다. 추

출할 때 물 층과 유기 층이 잘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끝난 후 실온에서 완

히 식힌 다음에 염화 메틸 을 넣은 후 약 3시간 동안 교반시킨 뒤 추출을 하면 

보다 쉽게 유기 층을 분리할 수 있다. 유기 층을 100mL의 물로 여러 번 세척한다. 

무수 황산마그네슘 30g을 넣고 30분간 교반시킨 후 흰 고체를 거른다.  크로마

토그래피를 이용한 분리를 하지 않고 hexane를 이용한 재결정만으로 순수한 

2,6-dicyanopyridine [3]을 83%의 수득율로 얻을 수 있다. 재결정시 하루정도 방

치해서 충분한 시간동안 재결정을 시켜야 보다 많은 양의 2,6-dicyanopyridine [3]

를 얻을 수 있다.

  Hexane으로 재결정 후에 KBr pellet을 사용하여 외선 분 기(IR)로 측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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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3500, 2247, 1675, 1505, 1390, 1258, 1104, 841 cm
-1 

에서 각 능기의 피

크가 찰되어 아미드 (CO-NH2) 능기에서 시아노 (-CN) 능기로 환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한 TMS를 내부 기  물질로 하고 NMR 용매로 CDCl3로 하

을 때 
1

H-NMR을 측정한 결과 8.11 ppm (t, 1 H, py-Hpara), 7.96 ppm (d, 2 

H, py-Hmeta)에서 각 특정 피크가 찰되었고, 
13

C-NMR에서는 139.63, 135.83, 

132.69, 116.08 ppm의 치에서 찰됨에 따라 원하는 물질이 합성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한 질량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m/z (M+) 129.0으로 계산치 

129.12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순수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융

을 측정해보니 138.9～139.3℃이었다.

  다. 2,6-Pyridinedihydrazidine [4] 합성 

     출발물질 [3]에 과량의 hydrazine(95%)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하루정도 반응

시키고 물에서 재결정시키면 높은 수득율 (70%)로 쉽게 얻을 수 있다. 즉, 2,6- 

dicyanopyridine(1.5g, 11.6mmol) [3]에 hydrazine mono hydrate을 20mL 넣고 

실온에서 24시간 교반 시킨다. 반응 에 이 화합물의 성이 강해 교반이 멈출 수 

있으므로 수시로 살피면서 반응 시켜야 한다. 반응이 종결 되었는지 TLC로 확인한 

후 반응으로 생성된 고체를 필터 한 뒤 오 에서 건조시킨다. 건조된 고체에 물 

(30mL)을 넣고 약간 끓인 후 실온에서 식히면 재결정이 쉽게 되어 순수한 갈색의 

결정을 얻을 수 있다. 

  합성 완료 후 IR에서 보면 3450 cm
-1

 부근에서 뾰족한 피크로 아민이 합성되었

음을 알 수 있고, 질량 스펙트럼을 통하여 193의 분자 피크를 쉽게 찰할 수 있어 

원하는 물질이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1

H-NMR에서 수소 peak를 살펴

보면 시안기(CN)의 삼  결합이 깨지면서 hydrazine이 형성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Py-H에서 각각 2개 수소의 peak가 8.10, 7.95, 7.80 ppm에서 singlet으로 

각각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NH2 6.15와 6.10 ppm 사이에서 doublet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4]번 물질이 성공 으로 합성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융

은 139.9～140.2℃이었다.

  라. 4,5-Octanedione  [5]의 합성 

     최종 물질인 BTP 유도체를 합성하기 한 간물질로서 화합물 [5]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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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하에서 100mL의 acetic acid에 butyroin 3.0g(0.021 mol)과 bismuth(+3) 

oxide 4.0g을 각각 넣은 후 1시간 동안 교반하며 환류 시킨다. 반응 혼합물을 그

로 감압 필터 한 후 여액을 CH2Cl2와 물을 이용하여 추출하고, 물로 3번 정도 더 

씻어 다. 유기 층인 CH2Cl2 용액을 조심스럽게 분리한 뒤 무수의 MgSO4를 넣고 

건조 시킨다. 거른 뒤 유기용매를 감압 증류하여 제거하면 4,5-octanedione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수득율은 78% 이 다. 

  합성이 완료 후 IR로 측정해 보면 1710 cm
-1

 부근에서 ketone의 peak를 볼 수 

있고, 
1

H NMR을 통해서도 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  출발 물질인 

butyroin 분자를 보면 비 칭 화합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CH3CH2CH2CHOH

의 1개의 수소 peak가 4.18 ppm과 4.14 ppm에서 나왔으며, 알콜 부분에서 

CH3CH2CH2CHOH의 1개의 수소 peak가 3.36 ppm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OH가 

있다는 것을 확신 할 수 있었으며, 톤 부분에서 CH3CH2CH2CO의 2개의 수소가 

2.51 ppm과 2.41 ppm에서 확인되었고, CH3CH2CH2CO와 CH3CH2CH2CHOH의 

6개 수소는 1.71과 1.60 ppm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CH3CH2CH2CO

와 CH3CH2CH2CHOH의 6개 수소가 0.98 ppm과 0.90 ppm에서 정확하게 나온 

것을 확인하 다. 그리고 출발물질 butyroin과 생성물 [5]를 비교하기 하여 각각

의 
1

H NMR을 보면 butyroin 분자의 OH peak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면 되는데, 

3.36 ppm에서 나왔던 OH peak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구조가 

칭 인 구조를 가지므로 butyroin 분자에 비해 보다 단순한 구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CH3CH2CH2CO의 4개의 수소가 2.72와 2.41 ppm에서 나왔고, 

CH3CH2CH2CO의 4개 수소가 1.68 ppm과 1.52 ppm에서, CH3CH2CH2CO의 6개 

수소가 1.08 ppm과 0.92 ppm에서 나온 곳을 보고 정확하게 [5] 번 물질이 합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마. 2,6-Bis(5,6-di-n-propyl-1,2,4-triazin-3-yl)-pyridine [6] 합성

     본 연구의 최종 물질 (nPr-BTP)인 [6]번 물질은 [4]번 물질과 이미 합성된 

[5]번 물질의 고리화 반응으로 쉽게 합성될 수 있다. 즉, 질소 하에서 2,6-pyridine 

dihydrazidine(3g, 15.5mmol), 4,5-octanedione (4.41g, 31.0mmol)을 ethyl 

alcohol (200mL) 용매 하에서 24시간 동안 환류 시킨다. 반응이 종결 되었는지 

TLC로 확인한 후 실온에서 식힌다. 갈색의 고체가 생성되는데 이 고체를 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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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에 재결정하게 되면 순수하게 60% 수득율로 갈색의 오일이 생성된다. 

  구조는 
1

H-NMR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3-A2 참조). Pyridine unit

에서 질소에 해 meta 치에 있는 2개의 수소 peak를 살펴보면, 8.77와 8.76 

ppm 사이에서 doublet으로 정확하게 나타나고 pyridine unit에서 질소에 해 

para 치에 있는 1개의 수소 peak는 8.14와 8.10 ppm 사이에서 triplet으로 정확

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분자가 고리화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propyl의 CH2CH2CH3의 8개의 수소 peak가 3.16와 2.95 ppm 사이에

서 나왔고 CH2CH2CH3의 8개의 수소 peak가 2.02와 1.83 ppm 사이에서 정확하

게 나왔으며, CH2CH2CH3의 12개의 수소 peak가 1.12와 1.03 ppm 사이에서 나온 

것을 보고 최종 물질인 nPr-BTP [6]번이 정확하게 합성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질량 분석에서도 MW 405g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Fig. 3.3-A3 참조), 

융 을 측정해보니 233～23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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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A2. 1H NMR spectrum of nPr-BT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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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A3. Mass spectrum of nPr-BT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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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희귀원소 회수 분리

     1. 서 언

        사용후 핵연료(SF)에는 Pd, Ru, Rh 과 같은 백 족 원소가 다량으로 존재

하고 있어서 이들을 회수하는 문제와 장반감기 핵종으로 처분 환경에 독성이 강한 

Tc-99의 제거 문제가 요한 심의 상이 되고 있다. 33,000MWD/MTU의 SF 

1톤 속에는 Pd, Ru, Rh이 각각 1.24kg, 2.27kg, 0.47kg이 Tc-99는 0.77kg이 존

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재 우리나라에는 20기의 원 이 가동되고 있

고 매년 수백 톤의 SF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으로 SF의 처리 문제가 

두될 망이고 이때에는 장반감기 핵종  백 족 원소들의 회수 문제가 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원소들의 회수를 한 기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

소에서 1990년  후반에 기  연구를 수행한바 있으며 [1,2], 아스코빅 산에 의한 

Pd의 침 회수 가능성을 발표하 다 [2]. 이밖에도 용매추출  용매추출-크로마토

그리피에 의한 Pd의 분리 [3-16], 이온교환  흡착법에 의한 Pd, Tc-99, Rh 등

의 분리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17-20].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정성  가능성  아

주 은 양의 연구 결과만이 발표되어 좀 더 많은 변수들에 한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F(HLW 포함) 내의 백 족 원소  Tc-99의 회수를 

한 타당성 연구의 일환으로 질산 매질에 존재하는 Pd, Rh, Tc (Re)을 상으로 침

  흡착법에 의한 분리회수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2. 실 험

     가. 이온교환  흡착 실험

      (1) 흡착제

          흡착제로는 ACF(Activated Carbon Fiber)를 NaOH로 처리한 NaOH 

-ACF와 Aliquat 336을 XAD-4 수지에 함침시킨 EIR (Extractant Impregnated 

Resin)을 사용하 다. NaOH-ACF는 ACF를 1M NaOH로 24시간 함침시킨 후 

세척 건조하여 사용하 다. EIR은 Aliquat 336 추출제 함침율을 최 화하여 0.4 

g/g resin 으로 제조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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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험 용액의 제조

          희귀원소 Pd와 Rh은 Pd(NO3)2와 Rh(NO3)3를 0.5M 질산 용액에 용해하

고, Tc-99는 다양한 실험을 해 비방사성 물질이면서 화학 으로 매우 유사한 원

소인 Re으로 신 사용하 으며 Re2O7을 0.5M 질산에 용해하여 제조하 다.  

      

      (3) 평형 실험

          100 ppm의 실험 용액 20mL에 서로 다른 양의 흡착제를 넣고 24시간 

반응시킨 후 평형 용액을 취해 잔류 농도를 분석하 다. 각 이온의 농도는 AA로 

분석하 다. 실험 용액은 희귀원소 단일성분  다성분 용액에 하여 수행하 으

며, 이때 얻은 흡착 등온선은 이론  모델로 모사하여 평형 매개변수를 도출하 다.

      

      (4) 회분식 흡착 속도 실험

          회분식 반응기에서 격막 항의 향을 평가하기 해 교반속도를 500～ 

1,000rpm으로 변화시키면서 흡착속도를 평가하 다. NaOH-ACF 흡착제를 이용한 

흡착속도 실험에서는 100 ppm 이온용액 100mL에 0.2g의 흡착제를 넣고 정해진 시

간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농도를 분석하 고, EIR의 경우 0.1g의 흡착제에 해 동일

한 실험 방법으로 수행하 으며 단일성분 계와 3성분 계에 하여 수행하 다.

      (5) 컬럼(이온교환 흡착탑)에서의 과  용리 실험 

          컬럼은 직경 11mm, 높이 15 cm의 2 의 유리컬럼을 사용하 고, 25
 

oC의 일정한 온도의 물을 순환시키면서 등온조건을 유지시켰다. NaOH-ACF 컬럼

에서는 Pd, Rh, Re의 단일성분 용액과 3개의 혼합성분에 해 과거동을 평가하

고, EIR 컬럼에서는 Re과 Rh의 단일성분  혼합성분 용액에 해 과 거동을 

평가하 다. 컬럼에 유입되는 용액의 유속은 사  실험을 통하여 최 화하 으며 

6.2mL/min으로 유지시켰다. 컬럼으로부터 배출되는 용액은 fractional collector 

로 채취하여 AA로 농도를 분석하 다.

  흡착된 탑으로부터 희귀원소를 회수하기 하여 용리제 선정 평가 실험을 수행하

으며 질산 용액으로 선정하 다. 희귀원소로 흡착이 완료된 NaOH-ACF  EIR 

컬럼에 질산 용액을 6.2mL/min으로 통과시키면서 과실험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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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Tc-99를 이용한 실증 시험 

          Pd, Re, Rh을 각각 100 ppm으로 하고 Tc-99를 tracer로 첨가하여 hot 

실증 용액을 모사하 다. Cold 실증을 통하여 확인된 실험조건과 동일하게 유지시

켰고 과 특성은 LSC (Liquid Scintillation Counter)로 분석하 다. 

     나. 침  실험

          Pd의 침 제로 C6H8O6, NaBH4, NaH2PO2를 선정하 고, Rh에는 

TiCl3을 선정하여 평가하 다. 단일성분  혼합성분에 해 반응 몰 비, 교반속도, 

반응 시간  용액의 농도 변화  공존 이온의 종류를 변화시키면서 침 율  순

도 변화를 고찰하 다. 희귀원소의 농도는 50 ppm과 100 ppm에 하여 시험하

고 공존 이온은 9성분까지 확장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가. 이온교환제의 선정  성능 평가

      (1) 희귀원소 회수용 이온교환제의 선정

       (가) 단일 성분 흡착특성 평가

            희귀원소 분리에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이온교환제  흡착제를 각각 

선정하여 단일성분의 흡착 실험을 통하여 분배계수 흡착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Table 3.4-1에 요약하 다. 희귀 원소로는 백 족 원소의 Pd, Rh 등과 이원소 

계열의 Tc 등을 선정하 으며 실험  편의를 하여 방사성 핵종인 Tc 신에 화

학 으로 매우 유사한 Re을 사용하 다.

   Table 3.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d의 경우 1M NaOH로 처리한 ACF(이하 

NaOH-ACF)가 우수하 고, 질산 농도 0.5M, Pd 농도 50 ppm이 함유된 용액에 

하여 0.1g로 99% 흡착되었고, 이때 분배계수는 1,819을 나타내었다. NaOH-ACF

에는 못 미치지만 Aliquat 336으로 함침시킨 XAD-4(이하 EIR)에도 Pd는 우수한 

흡착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 다. Re의 경우 EIR이 가장 우수하 고, 0.5g을 사

용할 경우 85% 흡착  225의 분배계수를 나타내었다. Rh의 경우 이온교환법에 의

한 효과는 높지 않았으며, 평가된 이온교환제 에는 양이온교환 수지인 HCR-S가 

0.5g 사용 시 51%의 흡착율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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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 Summary of ion exchange performances of various ion 

exchangers for the recovery of noble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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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6

0.172

-

0.504

0.924

0.516

-

0.905

0.486

-

0.849

C/C0

Pd

-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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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7--XAD-4 + glyoxime, 0.5g

1,028.376225.39317.895XAD-4 + Aliquat 336, 0.5g

1,818.97884.14790.487ACF [treated w/1M NaOH], 0.1g

254.85533.04338.110IRA-400[Cl], 0.5g

187.06612.0261.071IRA-400(OH)[OH], 0.5g

192.0457.98639.659IRA-402[Cl], 0.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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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9639.252IRN-77+78, 0.5g

4.1948.17429.735IRN-77[H], 0.5g

42.355122.07517.339IRN-78[OH], 0.5g

-0.6219.548HCR-S[H], 0.5g in 3M HNO3

KdKd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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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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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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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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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42.30841.116HCR-S[H], 0.5g in 0.5M HNO3

32.487--XAD-4 + glyoxime, 0.5g

1,028.376225.39317.895XAD-4 + Aliquat 336, 0.5g

1,818.97884.14790.487ACF [treated w/1M NaOH], 0.1g

254.85533.04338.110IRA-400[Cl], 0.5g

187.06612.0261.071IRA-400(OH)[OH], 0.5g

192.0457.98639.659IRA-402[Cl], 0.5g

-53.87013.389IRA-67[FB], 0.5g

39.40381.41110.677IX8-100[Cl], 0.5g

3.2934.64016.925XAD-4, 0.5g

37.44792.32829.435IRA-410[Cl], 0.5g

-63.89639.252IRN-77+78, 0.5g

4.1948.17429.735IRN-77[H], 0.5g

42.355122.07517.339IRN-78[OH], 0.5g

-0.6219.548HCR-S[H], 0.5g in 3M HNO3

KdKdKd

         (나) 혼합성분 계에서의 선택성 평가

              단일성분 계에서 성능이 높게 평가된 흡착제 NaOH-ACF, EIR을 사

용하여 혼합성분 계에서 Pd  Re의 선택성을 평가하 다. 

  Fig. 3.4-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성분 계에서도 NaOH-ACF는 Pd에 우수한 선

택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Re에도 일부 흡착능이 있으나 Rh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낮

은 흡착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NaOH-ACF는 Pd 분리에 용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 단일성분 계에서 Pd의 흡착능이 우수했던 EIR에 해 혼합이온 용액

에서의 흡착특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Fig. 3.4-2에 나타내었다. Pd의 흡착능이 가

장 뛰어나긴 하지만 NaOH-ACF의 경우에 비해 Re  Rh의 흡착도 어느 정도 동

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가지 혼합성분으로부터 Pd를 선택 으로 분리하기

에는 NaOH-ACF 보다 불리할 것으로 보이나, Re의 흡착능이 Rh에 비해 우수하여  

Pd가 없을 경우 Re의 분리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NaOH-ACF

를 이용하여 Pd를 선택 으로 회수한 후 잔류하는 Re  Rh 혼합용액으로부터 Re

의 흡착 특성을 평가하 으며 이를 Fig. 3.4-3에 나타내었다. Re의 경우 5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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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1. Fractional uptake of NaOH-ACF for the mixed solution of Pd, 

Rh and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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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 Fractional uptake of EIR for the mixed solution of Pd, R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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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 Fractional uptake of EIR for the mixed solution of Re and 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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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L에 EIR 0.6g을 사용하면 90% 이상 제거되는 반면에 Rh은 50% 정도 흡착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온의 농도가 50 ppm으로 아주 낮아서 정량 인 분리 특성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Re 이온에 해 선택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분리특성 악을 해서는 보다 높은 이온 농도에서의 평형  속도론  평가

가 요구된다.

 

         (다) 질산 농도에 따른 흡착 특성

             희귀 속이온들은 진한 질산용액에 포함되어 있고, 처리 목   효율

에 따라 탈질 과정을 거쳐 0.5M까지 질산 농도 조 이 가능하다. 따라서 희귀 원소

를 NaOH-ACF  EIR 흡착제를 이용하여 분리하고자 할 때 질산 농도의 향 정

도를 확인하고자 하 다. NaOH-ACF  EIR 흡착제에 하여 Pd, Re  Rh의 혼

합용액 흡착 계에서 질산 농도를 0.5M～3M로 변화시킬 때의 Pd 흡착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으며 그 결과를 Fig. 3.4-4～Fig. 3.4-5에 나타내었다. 

  두 흡착제 모두 질산 농도의 증가에 반비례하여 Pd의 흡착능이 감소하나 NaOH 

-ACF가 질산 농도에 향이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NaOH-ACF 0.3g을 사용하

면 3M 질산 용액 내 있는 50 ppm의 Pd을 90% 이상 흡착이 가능하 다. 반면에 

EIR의 경우에는 1M 이하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2M 이상에서는 질산 농도

의 향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3M에서는 50%로 흡착율이 감소하 다. 즉, 두 

흡착제 모두 흡착 성능의 향상을 해서는 질산 농도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나, NaOH-ACF가 Pd 흡착에는 효과 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앞

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Pd의 경우에는 NaOH-ACF로 분리하고, 남은 Re  Rh 

혼합 용액을 EIR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Fig. 3.4-6에는 Re과 Rh 2성분 계에 질산 농도가 EIR의 Re 흡착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여 나타내었다. 질산 농도에 따라 Re의 흡착능은 감소하 으며 0.5M과 

1M의 경우는 서로 비슷한 거동을 보이고 있으나 2M 이상에서는 질산 농도에 향

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F로부터 희귀 속의 흡착 분리를 해

서는 질산 용액의 농도를 0.5M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2) 희귀원소 회수를 한 탈착 용액 성능 평가

            Pd  Re을 흡착제로부터 회수하기 해서는 탈착이 필수 이다. 순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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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4. Effect of HNO3 concentration on the fractional uptake of Pd

              with NaOH-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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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5. Effect of HNO3 concentration on the fractional uptake of Pd 

with 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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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6. Effect of HNO3 concentration on the fractional uptake of Re 

with EIR for the mixe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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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형태로 곧바로 회수하기는 곤란하며 일단 염 형태로 회수한 뒤 환원 공정을 통하

여 속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으로 이온 용액으로 탈착시키는 연

구까지만 수행하 으며 그 일환으로 질산, 염산, 염화암모늄 이온 등을 상으로 탈착 

성능을 평가하 다. 

  Fig. 3.4-7에는 선정된 탈착 용액의 농도를 5M까지 변화시키면서 20mL 용액에서  

탈착 정도를 나타내었다. 3종류 모두 탈착 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탈착율이 높았으며 

그 에서도 질산 용액이 더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탈착 용액으로는 질산용

액을 선정하 고, 높은 회수율을 얻기 해서 각 농도에서 반복 탈착 효과를 평가하

다. Fig. 3.4-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질산 농도는 0.5M～5M 사이에서 평가되었으며 

5M 용액으로 3차 탈착시킬 경우 90% 이상의 회수가 가능하 다. Re이 흡착된 EIR의 

경우에는 Fig. 3.4-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질산 용액에 의한 탈착이 잘 되었으며 3M 

용액으로 1차 탈착시킬 경우 90%가 회수됨을 알 수 있었다.

     나. 침 제 선정  침  분리 특성 평가

      (1) 침 제별 단일 성분 침  특성 평가

          Pd, Rh을 상으로 침  분리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Pd에 효과 인 침

제로는 C6H8O6, NaBH4, NaH2PO2를 선정하 고, Rh에는 TiCl3를 선정하 다. 

이들 침 제와의 반응은 환원반응으로 희귀 속이온이 이들 침 제와 반응하면 

속형태로 침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희귀 속의 침 능은 속이온의 환원 

포텐셜과 침 제의 환원 포텐셜에 의해 결정되며, Pd, Rh  Tc에 한 산화 환원 

는 다음과 같다. 

  Pd
2+

 + 2 e
-

 ⇄ Pd(s)   : + 0.915 V                              (1)

  Rh3+ + 3 e- ⇄ Rh(s)   : + 0.76 V                               (2)

  표  반응 포텐셜이 +의 포텐셜을 나타내게 되면 환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 값

이 클수록 환원은 쉽게 이루어다. Rh에 비해 Pd의 환원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반응으로부터 알 수 있다. 그러나 침 제들의 환원력(자신의 산화력)에 

한 정보가 없어서 실험 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고자 하 다. 한 TcO4
-

 형태로 존

재하는 Tc 이온은 속 형태로 환원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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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침  상에서 제외시켰다. 다만, 3성분 혼합물 조건에서 Pd  Rh의 

침 능을 평가할 때 첨가물로 사용하여 그 향을 평가하 다. 

       (가) Pd 침

           교반 속도를 300 rpm, 반응 시간은 30분, 이온의 농도는 50 ppm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침 제와 Pd의 반응 몰 비를 변화시키면서 침 되는 경향을 고찰

하 으며 침 제별 실험 결과는 Fig. 3.4-10～Fig. 3.4-13에 나타내었다. 

  C6H8O6 의 경우에는 Fig. 3.4-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응 몰 비를 10배 (당량 

비=20) 증가시켰을 때 약 90%의 침 율을 보 으며 그 이상의 더 높은 침 율을 

얻기 해서는 더 많은 반응물이 요구되었다. NaBH4의 경우에는 Fig. 3.4-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응 몰 비를 1 (당량 비=2)로만 하더라도 99%가 침 됨을 확인

하 다. NaH2PO2는 반응 몰 비 2 (당량 비=4) 까지는 격하게 침 되어 3 이상

에서는 99% 침  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를 Fig. 3.4-12에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Rh 침 제로 선정한 TiCl3를 Pd 침 제로 평가하 으나 Fig. 3.4-13

과 같이 반응 몰 비를 높이더라도 60% 이상은 침 이 형성되지 않음을 확인하

다. 반응 몰 비 변화에 한 침 실험의 결과로 보면 NaBH4, NaH2PO2가 우수하

고 TiCl3는 Pd 침 제로 부 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C6H8O6의 경우에는 몰 

비를 증가시킬 경우 침 율이 증가됨을 고려할 때 다른 반응 조건에서 성능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혼합성분에서 선택  침 능이 희귀원소의 회수에 매

우 요하므로 최  침 제로 선정하기 해서는 이에 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Fig. 3.4-14에는 침  반응 시간을 평가하기 해 4가지 침 제에 해 시간 별 

침 거동을 나타내었다. 침  반응은 매우 빠르게 일어났으며 교반속도  몰 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모든 경우 5분에서 10분 사이에 최  침 율을 나타내었다. 

어떤 경우에는 반응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침 율이 감소됨을 확인하 는데 이는 

용해 반응이 침  반응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정량 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Pd의 침 제로 선정하기 해서는 C6H8O6, 

NaBH4, NaH2PO2에 한 혼합성분 계에서의 선택성 등에 한 정량  평가가 추

가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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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0. Precipitation of Pd with C6H8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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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1. Precipitation of Pd with NaB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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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2. Precipitation of Pd with NaH2P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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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3. Precipitation of Pd with Ti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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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4. Precipitation behavior of Pd with stirr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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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Rh 침

            Rh의 환원 포텐셜을 볼 때 Pd에 비해 침 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정량 인 평가를 하여 문헌을 통하여 선정된 4개의 침 제에 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Fig. 3.4-15에는 ascorbic acid에 한 Rh의 침  실험 평가결과를 나타내었다. 

몰 비를 20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rpm도 1,000으로 높이더라도 Rh의 침 은 20% 

이하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NaBH4를 이용한 침  결과는 Fig. 3.4-16에 나

타내었다. 침 율이 높지는 않으나 몰 비에 따라 꾸 히 증가하 으며 몰 비가 4 

인 경우 (당량 비=16) 50% 이상 침 이 가능하 다. 

  Fig. 3.4-17은 NaH2PO2에 한 결과이며 몰 비를 5 정도로 하면 약 70%의 Rh

이 침 되었다. TiCl3를 사용한 경우에는 Fig. 3.4-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몰 비에 

따라 거의 선형 인 증가를 보 으며 몰 비가 10인 경우 약 50%의 침 을 나타내

었다. Ascorbic acid를 제외하면 몰 비를 증가시킬 경우 침 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좀 더 확장된 몰 비에 해 침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희귀원소를 선

택 으로 분리하기 해서는 혼합성분 용액에서 침  특성평가가 요하다. 

      (2) 2성분 계에서의 침 분리 특성 평가

         단일성분 침  실험을 통하여 Pd  Rh 침 능은 확인하 으나, 각 성분

을 순수한 상태로 회수하기 해서는 선택  침  특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2성분 

계에서 침  특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Fig. 3.4-19～Fig. 3.4-22에 나타내었다. 

  Fig. 3.4-19는 2성분 계에서 ascorbic acid를 이용한 Pd  Rh 침  실험결과

이다. 선으로 이어진 두개의 은 동일한 시료에서 분석한 Pd  Rh의 잔류 농

도를 나타낸다. 동일한 시료 내에서 반응 몰 비가 다른 것은 Pd와 Rh 기 농도 

50 ppm의 몰 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Pd의 경우 몰 비를 20 이상으로 할 

때 99% 침 되는데 이 조건에서 Rh은 7% 침 이 일어나 불순물로 존재하게 된

다. Fig. 3.4-20은 Pd 단일성분에서 매우 우수했던 NaBH4에 한 결과인데 Rh이 

포함된 2성분 계에서도 몰 비가 2 이상이면 99% 이상의 Pd를 침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Rh에 해서도 30%의 침 을 동반하고 있으며, 좀 더 몰 

비를 증가시키면 Rh의 침 율이 높아져 상  분리도는 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Fig. 3.4-21은 NaH2PO2에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Pd의 반응 몰 비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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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5. Precipitation of Rh with C6H8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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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6. Precipitation of Rh with NaB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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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7. Precipitation of Rh with NaH2P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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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8. Precipitation of Rh with Ti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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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19. Precipitation of Pd and Rh with C6H8O6 for the two- 

compon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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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20. Precipitation of Pd and Rh with NaBH4 for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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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21. Precipitation of Pd and Rh with NaH2PO2 for the two- 

compon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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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22. Precipitation of Pd and Rh with TiCl3 for the two- 

compon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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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93%의 침 을 확인하 고 이 때 Rh은 3%가 침 되었다. 반응 몰 비를 증가

시키면 Pd가 99% 침 되나 Rh의 침 은 더욱 증가하여 58% 침 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응 몰 비를 1 근처로 하는 것이 비록 Pd의 회수율은 낮아도 

순도를 높이는 데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결과로 혼합 용액에서 순도가 

높은 Pd을 회수하기 한 침 제로는 ascorbic acid가 가장 효과 인 것으로 보이

며, 3가지 침 제 모두 Pd와 혼합된 Rh의 회수에는 당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

었다. 한 ascorbic acid 침 제를 이용한 Pd 침  분리 특성을 평가하기 해서

는 Tc(/Re)를 포함한 3성분 계에서의 침  특성과 다른 실험 변수에서의 정량  

침  특성의 평가가 추가로 요구된다. 반면에 Rh을 침  분리하기 해 평가된 

TiCl3를 Pd와 혼합된 용액에 해 평가하 으며 그 결과를 Fig. 3.4-22에 나타내

었다. 반응 몰 비를 20 이상으로 변화시킬 때 Pd  Rh의 침 율을 보면, Rh은 

68% 침 이 이루어진 반면에 Pd는 약 11% 침 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반응 몰 

비에 따른 Rh 침 율이 Pd의 침 율 증가에 비해 우세하기 때문에 더 확장된 몰 

비에 해서는 분리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h의 경우는 1

차 침  방법으로는 고순도 분리가 어려울 것으로 단되는바 재용해  침  반응

을 반복 으로 하거나 다른 분리 기술의 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3성분 계에서 침 분리 특성 평가

          Pd에 선택 인 ascorbic acid와 Rh에 약간의 우세한 침 능을 보인 

TiCl3 에 해 Pd, Rh  Re의 3성분 계에서 침  거동을 평가하 다. 

  Fig. 3.4-23(a)는 ascorbic acid에 한 침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Pd에 

한 반응 몰 비가 2 까지는 격하게 침 이 형성되어 약 60%의 침 이 이루어졌

으며 그 이후로는 서서히 침 이 진행되어 22에서는 98%의 침 율을 보 다. 이런 

상은 기에는 반응물이 50 ppm에서 활발하게 반응이 진행되나, 침 이 진행되

면서 반응물이 감소하기 때문에 침 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 농도

에 따라 침  거동도 달라지므로 50ppm 이상의 농도에서 침  실험할 경우 거동

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반면에 Pd가 98% 침 되는 동일한 침 제 농

도 조건에서 Rh의 침 은 6%를 기록하 고 Re의 경우는 약 10%가 침 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Re의 경우는 질산용액 내에서 ReO4
- 

형태로 존재하며 속으로 

침 되기가 매우 어려운 이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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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23. Precipitation of Pd, Rh and Re with ascorbic acid (a) and 

TiCl3 (b) for the 3-compon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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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것은 Pd가 침 될 때 표면에 흡착되어 공침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아직 발견하진 못했지만, Re이 낮은 반응 몰 비, 즉 Pd의 

침 이 게 일어났을 때는 Rh보다 침 이 게 일어나다가 Pd의 침 물이 많이 

형성되면서 용액 내 잔류 농도가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Pd의 침 율과 계

가 있음은 분명하다. Fig. 3.4-23(b)는 TiCl3에 한 3가지 희귀원소 혼합 용액에 

한 침  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Rh의 경우 반응 몰 비가 2 까지는 격하게 침

이 이루어져서 50% 이상이 침 됨을 알 수 있었고, 몰 비의 증가에 따라 느리지

만 선형 으로 침 이 진행되어 반응 몰 비가 20인 경우 약 70%의 침 율을 나타

내었다. Pd의 경우에는 몰 비를 20 이상으로 증가시키더라도 5% 정도의 침 만이 

이루어졌으며, Re의 경우에는 반응 몰 비에 따라 천천히 일정하게 침 되는 상을 

보 으며 어떤 침 반응에 의한 것인지 확인은 하지 못했으나 반응 몰 비가 37 정

도에서 30%의 농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3개의 희귀 속 에서 Pd의 침 제로는 ascorbic 

acid가 가장 효과 이었고, Rh의 분리를 한 침 제는 확실하게 우수한 침 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분리 에서 볼 때 조사된 침 제 에서는 TiCl3가 제일 나

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어떤 침 제도 99% 이상의 순도로 희귀원소를 회수

할 수 있는 조건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를 하여 반응 시간의 변화, 반응물

의 기농도 변화 등 침 능에 향을 주는 인자들에 한 추가 평가가 요구된다.

     다. 희귀 원소별 분리 방법론 도출

         이온교환  침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희귀원소를 회수하기 한 흐름

도를 Fig. 3.4-24에 나타내었다. 

  첫째는 Fig. 3.4-2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온교환 공정으로 회수하는 흐름도

이다. 여기에서는 NaOH-ACF가 Pd에 선택성이 우수하므로 1차 NaOH-ACF 흡

착법으로 Pd을 회수하고, Re(/Tc의 용이온)와 Rh의 혼합용액의 경우, EIR을 이

용하면 Re의 선별 분리가 가능해진다. 이 방법은 회수 공정이 비교  간단하고 희

귀 속의 순도를 높일 수 는 있으나 회수율이 낮아진다는 단 이 있다. 

  둘째는 흡착  침 법을 병행한 방법으로 Fig. 3.4-24(b)에 나타내었다. 혼합용

액으로부터 ascorbic acid을 사용하여 1차로 Pd를 침  회수하고, Re(/Tc)와 Rh 

혼합용액에서 EIR로 Re를 회수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회수율은 높으나 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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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4. Possible flowsheet for recovery of noble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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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되는 공침  때문에 고순도로 분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

확한 타당성 평가는 이온교환  침 법으로 회수하기 한 최  조건에서 정량

인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라. 침 법에 의한 Pd의 선택  분리

      (1) 3성분 계(Pd+Re+Rh)의 침

          Ascorbic acid의 몰 비를 변화시키면서 3성분에서의 각 이온들의 침  

거동을 확인하 고, 이로부터 Pd의 침  회수율  순도를 평가하여 Fig. 3.4-25

에 나타내었다. Ascorbic acid와 Pd(NO3)2의 반응 몰 비에 따라 Pd의 순도  회

수율이 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반응 몰 비가 증가할수록 침 율은 

증가하여 10.6의 몰 비에서는 100% Pd가 침 되나, 공존하는 다른 성분들의 공침

으로 인하여 Pd의순도가 94%로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반응 몰 비를 3.2

로 낮추면 Pd의 순도는 99%로 높아진 반면에 회수율은 80.5 %로 낮아졌다. 

      (2) 5성분  9 성분의 침

         모의 폐액 내 존재하는 성분을 5개  9개로 확장하여 ascorbic acid의 

Pd에 한 선택  침 능을 확인하 다. 5성분 계는 앞에서의 3성분 (Pd+Re+Rh)

과 백 족 원소 의 하나인 Ru과 Ba을 추가하 으며, 9성분 계는 핵분열생성물 

Cs, Sr, Ni, Fe를 더 첨가하 다. 침 제의 반응 몰 비에 따른 Pd의 순도  회수

율 평가결과는 Fig. 3.4-26에 나타낸 바와 같다. 5성분 계에서는 Pd이 침 제의 

반응 몰 비가 10.6에서 100% 침 되었으나, 9성분 계에서는 공존 이온들의 향이 

커져서 96%의 침 율을 나타내었다. 공존 성분 에서는 Ru과 Sr이 공침 율이 

높았으며, 침 제의 반응 몰비에 비례하여 이들 성분의 침 도 증가하여 Pd의 고 

회수 조건에서는 순도가 각각 90.6%와 76%로 낮아졌다. 침 제의 사용 몰 비를 

여 Pd의 회수율을 이더라도 고순도를 얻는데 한계를 보 으며, 5성분 계의 경

우 몰 비를 1.06으로 이면 Pd 회수율 약 70%에 순도는 98.9%를 나타내었다. 그

러나 9성분으로 더욱 확장한 경우에는 Sr의 향이 추가되어 회수율 56%에 순도 

94.6%로 낮아짐을 보 다. 즉, 확장된 다성분 계에서는 회수율을 낮추더라도 99% 

이상의 고순도 Pd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Sr  Ru을 우선 분리하거나 2

차의 다른 공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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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5. Precipitation behavior of Pd for the 3-compon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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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26. Precipitation behavior of Pd for the 5-component (a) and 

                 the 9-component (b)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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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단일/다성분 계 희귀원소의 회분식 흡착 평형  속도 평가

      (1) NaOH-ACF를 이용한 흡착평형

          NaOH-ACF 흡착제를 사용하여 희귀원소의 단일성분  다성분 계 흡

착 평형등온선을 얻었고, Langmuir 식으로 모델링한 결과를 Fig. 3.4-27에 나타

내었다. 단일성분 계의 경우 Pd의 흡착은 매우 양호한 모형을 나타내고 있으나, Re 

 Rh은 아주 미량의 흡착을 보이고 있다. Pd의 등온선은 Langmuir 식으로 잘 표

되었으며 흡착 용량은 1.3meq/g을 나타내었다. 흡착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평형 

상수 b는 1,986으로 아주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다. 3성분 계 등온선의 경우는 

단일성분과 매우 유사하나, 미량의 Re과 Rh의 동반 흡착으로 인하여 Pd의 흡착 용

량이 약간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Pd에 한 등온선은 Langmuir식으로 잘 표

되고 있으며 흡착 용량은 1.25meq/g이고 평형 상수는 1,596 으로 단일성분에 비

해 약간 어들었으나 여 히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Re  Rh은 거의 

흡착이 일어나지 않아 평형 라미터를 평가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Pd에 해 흡

착능이 뛰어난 것은 NaOH-ACF의 환원 성질과 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NaOH-ACF는 표면에서 자를 쉽게 내주는 성질이 있으며, 특히 알칼리 분 기

에서 Pd의 침 특성과 결부되어 선택  흡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

에서 고려할 수 있는 Pd와 NaOH-ACF의 반응은 물리 흡착, 산화 환원  가수분

해 등이 있으며 이 식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d(NO3)2 + ACF․NaOH  ⇔ ACF․NaOH-Pd(NO3)2                 (3)

Pd(NO3)2 + 2 e-  ⇔ Pd + 2 NO3
-    Eo = 0.92 V (?)                (4)

Pd(NO3)2 + 2 OH ⇔ Pd(OH)2 + 2 NO3
-

                              (5)

Pd(OH)2 + 2 H
+

 + 2 e
-

  ⇔ Pd + 2 H2O  E
o

 = 0.92～0.0591 V       (6)

   NaOH-ACF 표면에 흡착된 Pd
2+

 이온은 식(4)의 반응에 따라 Pd 속으로 환

원되거나 식(5)와 같이 NaOH-ACF 표면에 분포되어있는 OH와 침 반응 한 후 

식(6)의 반응으로 Pd 속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질산 매질하의 Pd 

환원 포텐셜은 정량화하기 어려우며 질산 매질을 고려하지 않은 표  상태의 값을 

나타낸다. 둘 의 어떤 경로가 더 우세할지 정확히 단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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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27. Adsorption isotherms and modeling results for a single (a)   

and a multi (b) component adsorption with an NaOH-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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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H-ACF 표면에서 발생하는 환원 반응으로 흡착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

인다. Pd이 NaOH-ACF 표면에서 환원되어 속 형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해 100 ppm Pd(NO3)2 용액을 NaOH-ACF colum이 포화될 때까지 통과

시킨 후 표면에 존재하는 성분을 XRD로 분석하 으며 Fig. 3.4-28에 나타낸 바와 

같이 Pd 속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EIR을 이용한 흡착 평형

          NaOH-ACF를 이용해 Pd을 선택 으로 회수하고 나면 Re  Rh이 잔

류하게 되며 이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EIR을 평가하 다. 

  Fig. 3.4-29는 EIR을 사용하여 Re  Rh의 단일성분과 혼합성분의 흡착 등온선

을 나타낸 것이다. 단일성분과 혼합성분 모두에서 흡착 등온선의 형태가 아주 유사

하며 Re에 한 선택성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이는 EIR에 함유된 Aliquat 336의 

선택성에 기인한 것이다. Aliquat 336은 CH3N[(CH2)7CH3]3Cl 인데 여기에 포함된 

Cl
- 

이온이 상  이온과 치환될 수 있는 능기이다. 질산 매질에서 Re은 ReO4
-

 

형태로 Cl-이온과 치환이 잘되는 것으로 단된다. Re의 경우 흡착 등온선이 

Langmuir 식으로 잘 묘사되고 있다. 모델링을 통하여 얻어진 흡착 용량은 단일성분의 경

우 2.01meq/g이고 혼합성분의 경우 1.97meq/g으로 약간 어드는데 이는 Rh의 흡착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흡착 선호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 b는 단일성분  혼합성분의 

경우에 각각 661과 657로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Rh의 경우에는 비선호  등

온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Langmuir 식으로는 정확하게 모사할 수 없어 도출한 

라미터의 신뢰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Pd, Re(/Tc), Rh이 혼합된 용액으로부터 우선 NaOH-ACF를 

사용하여 Pd를 회수하고 EIR을 사용하여 Re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Rh의 경우 질산 매질에서 흡착하기 어려운 oligomer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3성분 이상의 혼합물의 경우에는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3) 회분식 반응기에서 ACF  EIR의 흡착 속도 평가

       (가) ACF 를 이용한 흡착 속도 

            Fig. 3.4-30은 회분식 반응기에서 NaOH-ACF에 한 Pd의 흡착 시 

격막 항을 평가하기 해 교반 속도를 변화시켜 얻은 흡착속도 곡선이다. 교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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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28. Comparison of XRD patterns for an adsorbate on the 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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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29. Adsorption isotherms and modeling results for a single (a) 

      and a multi (b) component adsorption with an 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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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0. Effect of the stirrer speed on the uptake of an ACF for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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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1,000 이상에서는 더 이상의 변화는 없었으며 따라서 격막 항을 배제하기 

해서 이후 실험에서는 교반속도를 1,000으로 고정하 다. 

  Fig. 3.4-31은 NaOH-ACF를 이용하여 Pd, Rh, Re의 단일성분  혼합성분 계

에 하여 흡착속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100 ppm 이온 용액에 0.2g의 ACF를 

첨가한 후 시간별로 용액의 농도변화를 찰하 다. 단일성분과 혼합성분에서 거의 

같은 형태의 흡착 속도를 보이고 있다. 흡착 평형 실험에서 견되었듯이 NaOH- 

ACF의 Pd에 한 선택  흡착능이 매우 뛰어나며 다른 성분의 흡착은 아주 미미

함을 알 수 있다. 단일성분의 경우 약 360분 후에는 98% 흡착이 되었고, 혼합성분

의 경우는 87.8 %로 다소 어들었는바, 정량 으로 일치하진 않으나 혼합성분 계

에서 공존하는 이온의 간섭으로 인하여 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NaOH-ACF는 

원통형의 다공성 흡착제로 2nm 이상의 큰 기공이 발달되어 흡착속도가 매우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흡착 속도와 선택성이 우수하여 컬럼을 용할 경우 Pd를 효

과 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나) EIR 을 이용한 흡착 속도 

            Fig. 3.4-32는 Aliquat 336이 함침된 XAD-4 (EIR) 1g을 100 ppm 

Re 용액 100mL에 넣고 교반 속도를 변화시켜 얻은 속도 데이터이다. 800 rpm 이

상에서는 향이 작아지는 것으로 보이며 1,000 rpm 이상에서는 격막의 항을 무

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후 진행된 회분식 반응기의 교반속도는 

1,000 rpm으로 고정시켰다. 

  Fig. 3.4-33과 Fig. 3.4-34는 교반속도를 1,000 rpm으로 하고 각각 100 ppm의 

Re, Rh 단일성분  혼합성분에 한 흡착 속도 데이터이다. Rh에 비해 Re이 선

택성이 높기 때문에 흡착이 훨씬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 흡착 속도 데이터를 균일 

확산 모델에 용하여 확산계수를 얻었으며 이로부터 이론  속도곡선을 얻었다. 

단일성분  혼합성분 계 모두에서 이론치와 실험치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모델링에서 격막 항은 무시하 고 평형 계식은 Langmuir 식을 이용하 다. 비

선형 편미분 방 식을 Orthogonal Collocation 법으로 선형화한 후 IMSL에 있는 

Gear method로 해를 구하 다. 단일성분 계에서 Re, Rh의 확산시간 상수는 각각 

2.0x10
-4

 min
-1

과 6.0x10
-3

min
-1

이었으며, 흡착제의 반경이 0.027cm 임을 고려하

면 확산계수는 각각 1.5x10-7cm2min-1 과 4.4x10-6cm2min-1의 값이다. 혼합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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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31. Uptake curves for a single component (a) and a multi 

                   component (b) systems with 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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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2. Effect of stirrer speeds on the uptake rates of an EI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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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33. Uptake rates and modeling examples for the single 

                    component systems with an 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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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34. Uptake rates and modeling examples for the multi 

                     component systems with an 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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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경우에는 단일성분 계의 경우보다 확산계수가 약간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값은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가 없어서 직  비

교할 수는 없으나 일반 으로 미세 기공(1nm 이하)의 확산 계수가 ～10-8cm2min-1

이하이고 기공의 경우 ～10
-5

cm
2

min
-1 

이상과 비교할 만하다. 원래 XAD-4 수

지는 기공이 잘 발달되어 기공 확산 항이 크지 않은 것이 보통이나, Aliquat 

336과 같은 추출제가 기공에 함침 되면서 일부 기공의 크기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

다. 이런 결과로 EIR에서의 확산계수는 미세 기공과 기공 확산의 간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모델링에서 평가된 확산계수의 오차범 (AAD, average absolute 

deviation)는 0.3～4.4%이었는데 일반 으로 8% 이내의 경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바. 희귀원소 분리 침 /흡착 계  흡착/흡착 계의 기술흐름도 평가  

          3성분의 희귀원소  이원소 혼합물로부터 각 성분을 회수하기 하여 

2가지 경우 (A : 침 -흡착 연계, B : 흡착-흡착 연계)를 설정하여 효율성을 평가

하 으며 그 결과를 Fig. 3.4-35에 요약하 다.

       (1) 1차 Pd 회수단계에서의 평가

          첫 번째 단계는 Pd의 회수 단계인데 침 법과 ACF를 이용한 흡착법으

로 구분되어 있다. 침 법의 경우 Pd, Rh, Re 각각 2mg에 ascorbic를 사용했을 

때 최  효율을 보 던 반응량 35.2mg을 첨가하 다. 이 때 회수된 Pd는 99% 순

도를 가정하면 80%인 1.6 mg의 회수가 가능하다. 

  ACF를 이용한 흡착의 경우 동일한 용액으로부터 99%의 순도로 90% 이상 회수

가 가능하므로 1.8mg의 회수가 가능하다. 더구나 컬럼에서 제품의 수율을 조 하

면 순도를 99.9%의 고순도까지 조 이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Pd 회수 방법으로는 

ACF 흡착법이 효과 이라 할 수 있다.

        (1) 2차 Re 회수단계에서의 평가

           2 단계에서의 두 경로 사이의 차이 은 상  단계에서 발생하는 용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달라진 공 류이다. A 경로에서는 Pd의 잔여량을 모두 침 시킨 

후 남은 Re, Rh  ascorbic acid의 혼합용액을 공 류로 하 고, B 경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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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5. Flowsheet assessment for noble metal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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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h만이 혼합된 용액을 공 류로 하 다. 동일환 흡착제 EIR에 해 ascorbic 

acid가 혼합된 경우, Re의 흡착 효율에 향을 주기 때문에 99% 순도를 갖기 해

서는 83%의 회수율을 보 다. 회수율을 여 99.9% 이상의 고순도 회수가능성을 

시도하 으나 ascorbic acid의 간섭으로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다. B 경로의 경우는 

99% 순도를 얻을 경우 회수율은 93% 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 Re은 고

독성 핵종인 Tc-99를 용했고 순도를 고려하지 않고 제거율을 높이는 것이 요

할 수 있으며 이는 컬럼 조작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Rh의 회수는 

흡착 방법으로 회수하기가 어렵고 기 화학 인 방법이나, 공 원액의 조건을 변

화시켜 복잡한 Rh 화합물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종합할 때 회수율  순도 측면을 고려하면 경로 B가 유리

하다고 단된다.

      사. 컬럼 (흡착탑)에서의 혼합성분 계 분리특성 평가

       (1) NaOH-ACF 컬럼에서 Pd-Re-Rh 3성분 계 과 특성     

           0.5M 질산 용액에 Pd, Re, Rh이 각각 100ppm의 농도인 실험용액을 

NaOH-ACF가 2.35g 충 된 유리 컬럼을 통과시키면서 3성분의 과(Break- 

through) 거동을 조사하 다. 이때 용액의 유속은 사  실험을 통하여 최 화된 

6.2mL/min으로 하 고 용액의 온도는 25
o

C로 하 다. 

 각 성분의 과 거동은 Fig. 3.4-36에 나타낸 바와 같이 Pd와 다른 원소들과 완

히 분리됨을 확인하 다. Pd의 경우 과 을 기 농도의 0.07로 했을 때 139 

BV(Bed Volume)을 나타내었으며 반면에 Re과 Rh은 평형실험에서 견된 바와 

같이 거의 흡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결과로부터 NaOH-ACF 컬럼에서 Pd

와 다른 두 이온을 고순도로 분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EIR 컬럼에서 Re-Rh 3성분 계 과 특성   

          Fig. 3.4-37은 EIR bed에 Re  Rh 혼합용액을 통과시켜 얻은 과 

곡선이다. EIR bed에서는 Rh에 비해 Re의 흡착이 주로 일어남을 보이고 있으며 

기농도의 0.08을 과 으로 했을 때 122 BV를 나타내고 있다. 충 탑에서 유출

되는 용액이 122 BV 까지는 순수한 Rh 용액을 얻을 수 있으나, Re을 탈착회수 



- 298 -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0

0.2

0.4

0.6

0.8

1.0

 Re
 Pd
 Rh

Adsorbent : 2.35g NaOH-ACF
HNO3 solution conc. : 0.5M
Solution conc. : Pd+Rh+Re , 100ppm
Flow rate : 6.2mL/min
Column diamter : 1.1cm
Bed length : 15cm

C
/C

0

Bed Volume

C/Co =0.007
at 139 BV

 Fig. 3.4-36. Breakthrough curves of Pd, Re and Rh in the NaOH-ACF

                bed.



- 299 -

0 100 200 300 400
0.0

0.2

0.4

0.6

0.8

1.0

C/Co = 0.008 at 122 BV

Adsorbent : 8.24g EIR
Solution conc. : Re+Rh , 100ppm
Flow rate : 6.2mL/min
Column diamter : 1.1cm
Bed length : 15cm

 Re
 Rh

C
/C

0

Bed Volume

Fig. 3.4-37. Breakthrough curves of Re and Rh in the EIR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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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부 Rh이 동반되어 탈착될 수 있기 때문에 당한 용리제의 선정  부분 으

로 탈착하는 등의 회수 조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 포화 흡착탑의 용리제 선정  용리특성시험

      (1) 용리제의 선정 실험

          희귀원소가 흡착되어 있는 컬럼으로부터 고순도의 희귀원소를 효과 으

로 회수하기 하여 용리제의 성능을 평가하 다. 용리제로는 질산, 염산  염화암

모늄을 선정하 으며 0.5～5M의 용리제의 농도에 따른 Pd의 탈착율을 평가하 으

며 제시된 농도 범 에서는 질산 용액이 가장 효과 이었다.  

      (2) 용리특성 시험 

       (가) NaOH-ACF bed 로부터 Pd의 탈착 회수

            3성분의 희귀원소를 통과시킨 NaOH-ACF bed를 질산용액으로 탈착

시켰으며 그 결과를 Fig. 3.4-38에 나타내었다. 용리는 2차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첫 번째는 5M 질산 용액으로 그리고 2번째에는 6M 질산 용액을 사용하 다. 5M

을 사용한 첫 번째 단계에서 약 89%의 Pd가 용리되었으며 2차에서는 약 10% 가 

용리되어 체 97%를 회수할 수 있었다. Pd의 순도는 회수율에 따라 약간 감소하

으며 1, 2차 용리곡선을 이용하여 회수율과 순도의 계를 Fig. 3.4-39에 나타내

었다. Pd의 순도를 99.9%로 유지하기 해서는 회수율이 39% 이내에서만 가능하

으며 이는 첫 번째 용리 곡선으로부터 약 78 BV 이후부터 취하고 2번째 곡선으

로부터는 약 8 BV 이후의 용액을 취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 반면에 Pd의 순도를 

99.5%로 낮추면 회수율은 약 97%로 증가하 는데 이는 첫 번째 용리 곡선으로부

터 0.87 BV 이후부터 취하고 2번째 용리 곡선의 8.7 BV 이후의 용액을 취하면 

얻을 수 있게 된다. 

       (나) EIR bed 로부터 Re의 탈착 회수

            Re과 Rh 혼합용액을 흡착시킨 EIR bed로부터 질산 용액을 이용하여 

용리시켰으며 그 결과를 Fig. 3.4-40에 나타내었다. EIR bed의 경우 Re 뿐만 아

니라 Rh도 약간 흡착하기 때문에 Re의 순도를 높이기 해서는 농도의 질산 용

액으로 탈착시킴으로서 Re과 Rh사이의 탈착능 차이를 활용하고자 하 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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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 Rh에 비해 질산 용액에 민감하게 탈착의 향을 받는다는 개념을 용한 것

이다. 따라서 1차 탈착 단계에서는 0.5M 질산 용액을 사용하 고 2번째 단계에서

는 1M의 질산 용액을 사용하 다. 농도의 질산을 사용한 계로 용리 곡선이 넓

게 퍼진 형태를 보 으며 1차에서는 Re이 약 65% 회수되었고 2 차 탈착 시에는 

약 31% 정도 회수 되어 체 으로 96%의 회수가 가능하 다. 반면에 Rh의 경우

에는 2차 용리과정에서 더 많이 탈착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Re의 순도를 높이

기 해서는 Rh이 많이 탈착되는 부분을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컬럼에서 용리되는 

용액을 선별 으로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조 하면 회수 성분의 순도와 회수율을 조

할 수 있게 된다. 용리 곡선으로부터 Re의 회수율과 순도의 계를 계산하여 

Fig. 3.4-41에 나타내었다. Re의 순도는 회수율에 반비례하 으며 Re의 순도를 

99.9%로 하기 해서는 회수율이 약 89%이었다. 이는 첫 번째 용리 단계에서 27 

BV 이후를 용액을 취하고, 두 번째 용리 단계에서는 87 BV 이후를 취함으로서 얻

을 수 있게 된다. 반면에 Re의 순도를 99.5%로 낮추면 회수율은 약 92%로 증가하

으며 이는 첫 번째 용리 단계에서 26 BV 이후를 취하고 2번째 용리 시에는 52 

BV 이후의 용리 용액을 취하면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컬럼으로부터 희귀원소의 

용리곡선을 얻게 되면 목 에 따라 회수율과 순도를 어느 정도 조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자. NaOH-ACF/EIR 컬럼에서 희귀원소 분리실증 

      (1) NaOH-ACF 컬럼에서 Tc-99를 이용한 과 실증

          Pd, Re, Rh을 각각 100 ppm으로 하고 Tc-99를 tracer 로 첨가하여 

hot 실증 용액을 모사하 다. Cold 실증을 통하여 확인된 실험조건과 동일하게 유

지시켰고 과 특성은 LSC (Liquid Scintillation Counter)로 Tc-99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를 Fig. 3.4-42에 나타내었다. Tc-99의 경우 기 흡착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흡착을 보인 것 이외에는 Re과 거의 유사한 과거동을 보이고 있다. 

Tc-99의 경우 Re과는 달리 극 농도에서도 검출되기 때문에 기에 약간 흡착되

는 Tc-99의 양은 아주 미미한 양이며, Pd의 분리 거동은 cold 실험 결과와 동일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Pd, Tc-99  Rh의 혼합용액으로부터 Pd를 회수하는데 

NaOH로 처리한 ACF 흡착제가 매우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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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1. Relation between purity and recovery of Re in elution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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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IR 컬럼에서 Tc-99의 과 거동

          Pd 이온을 제외한 Tc-99  Rh 혼합용액을 모사한 과 거동을 EIR 

bed에서 수행하 다. Fig. 3.4-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Tc-99의 과 용량은 기

농도의 0.01을 과 으로 할 경우 245BV를 나타내었다. 이는 cold 실증시의 약 

122BV에 비해 두 배 증가된 값이며 Tc-99의 검출 농도가 Re 보다 훨씬 낮다는 

을 감안할 때 흡착능이 크게 향상된 값이며 Rh에 한 흡착 특성이 동일하기 때

문에 EIR bed에서 Tc-99와 Rh의 분리는 훨씬 용이하게 됨을 의미한다. 일반 으

로 Re은 질산 용액에서 ReO4
-

 형태로 존재하며 TcO4
-

로 존재하는 Tc-99와는 화

학  유사물질로 알려져 있어서 Tc의 용물질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Aliquat 

336 용매와의 반응성은 Tc-99가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Aliquat 336

이 함침된 EIR은 Tc-99의 흡착분리 매질로서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4. 결 언

      - 3성분을 상으로 침 과 흡착법을 이용한 분리 특성을 평가한 결과 Pd의 

경우 침 과 흡착법 모두 회수가 가능하 으나, Tc-99의 경우에는 흡착법

이 효과 이었고 Rh의 경우는 제 3의 다른 방법이 필요 하 다.

      - Pd의 침 에는 아스코빅산이 유리하 고 흡착 분리에는 NaOH로 처리한 

활성탄소섬유가 뛰어난 성능을 보 으며, Tc-99의 경우는 Aliquat 336을 

XAD-4 수지에 함침시킨 EIR이 효과 이었다.

      - 원소 별 각 성분을 고순도로 회수하기 해서는 침  방법보다는 1단계에

서 NaOH-ACF로 Pd를 회수하고 2단계에서 EIR을 이용해 Tc-99를 회

수하는 공정이 효과 임을 확인하 으며 Rh은 향후 추가의 연구가 요구 

되었다.

      - NaOH-ACF 컬럼을 이용하여 3성분 혼합용액으로부터 Pd 회수율은 순도

에 반비례하 으며 순도 99.5%의 Pd인 경우 97% 회수할 수 있었다. 

      - EIR을 이용하여 Rh  Tc-99의 혼합용액으로부터 Tc-99 회수는 순도 

99.5 %인 경우 93%의 Tc-99를 회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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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3. Breakthrough curves of Tc and Rh in the EIR bed.



- 309 -

제 5  질소 화합물의 해 분해 

     1. 서 언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하기 한 습식법에서는 부분 경우 액상 매질인 질

산을 사용하며, 최근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Generation IV 등의 차세  핵연료 

주기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Clean waste 개

념이 도입되고 있다. 이것은 폐수 에 함유된 폐염을 환경 으로 무해한 무기물 

형태 는 회수 가능한 형태로 (물, 질소, 이산화탄소, 염소 는 고형물) 분해 는 

분리하여 환경 으로 방류가 가능한 액체 상태로 변화시켜 폐기물 오염원의 총량을 

근본 으로 감소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한 비원자력 분야인 일반 환경 분야에 

있어서도 질소 화합물은 그것이 가지는 환경  독성 때문에 폐수 발생 시에도 총량

을 규제하기 시작하 다. 

  질소화합물의 해 분해 기술을 개발하기 해서는 먼  질소화합물의 화학   

기화학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소화합물은 아래와 같이 용액의 매

질에 따라 매우 복잡한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산화가 상태가 가장 낮은 질소 화합

물은 암모니아 (NH3) 형태로 -3가 이며, 가장 높은 산화가 상태의 질소화합물은 

+5가의 질산염 이온 (Nitrate)으로, 이들은 산화되거나 환원되는 과정에서 여러 형

태의 질소 화합물로 변환된다. [1-4]

 

NH4
+

 ↔ NH3 ↔ NH2OHad ↔ NOHad ↔ NO ↔ NO2
- ↔ NO3

-
ad ↔ NO3

-

                                                 ↓↳  N2O → N2   
                                                 N2      (1)

  질산성 질소화합물은 환원 시 질소 가스로 분해되면서 동시에 처리 조건에 따라 

암모니아까지 변환될 수 있다. 한 암모니아성 질소화합물도 산화 시 질소 가스로 

분해되며 동시에 질산성 질소화합물까지 변환이 가능하다. 일반 으로 질산성 질소 

화합물의 완 한 질소 가스화 보다는 암모니아성 질소화합물의 질소 가스화가 더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산성 질소화합물을 부생성물의 발생이 없이 모두 질소 

가스로 변환시킬 수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이상 이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질산성 질소화합물을 일단 암모니아성 질소화합물로 변환시켜 이를 다시 질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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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질소화합물을 완 히 분해하기 해서 

는 질산성 질소화합물과 암모니아성 질소화합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동시에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  질산성 질소화합물의 해 

분해 특성을 연구한 후 암모니아성 질소화합물의 해 분해 특성을 연구하 다.

     2. 질산성 질소화합물의 해 분해   

        질산성 질소화합물의 해분해의 경우 질산성 이온의 산화상태가 질소화합

물  산화가 상태가 가장 높으므로 환원 과정을 통해서 분해될 수 있다. 이들 물

질의 해분해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효과 인 극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이므로 본 항에서는 주로 극체 선정  선정된 

극 특성을 평가하는 데 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 다. 

     가. 실험 방법        

         단순히 Pt 극을 사용하는 경우는 직경 1.0mm의 Pt 와이어를 사용하

으며, Ti에 Pt 코 을 서는 직경 1.5mm의 Ti 와이어를 모재로 사용하여 Pt 도

을 하 다. Ti에 Pt를 도 하기에 앞서 Ti 표면의 이물질의 제거와 표면에 일정

한 거칠기를 주기 하여 Ti 모재는 90
o

C에서 20 wt% oxalic acid 처리를 통해 

에칭 처리 하 으며, 에칭된 Ti 모재는 표면에 잔존하는 oxalate를 제거하기 하

여 음  세척 10분, 끓이기 10분  추가 인 증류수 세척을 통하여 철 히 세척

되었다. 에칭된 Ti 표면에 Pt 도 은 1.0M HCl에 0.075M H2PtCl6이 용해된 Pt 

이온 용액에서 기  극으로 Silver Silver-chloride electrode (SSE)를 사용하는 

-0.05 VSSE 정 압에서 수행되었다. 도  용액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류 효율과 

류 도를 높여 도  속도를 높일 수 있으나 도  용액의 온도가 80
o

C 이상에서

는 용액의 증발속도가 크게 증가하여 도  용액의 Pt 이온농도  산도 변화가 커

지게 되고, 이는 도 용액 리에 어려움을 유발시키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 용액 

온도를 70
o

C로 고정하여 사용하 다. 도  용액은 사용 후 Pt 이온 농도와 산도를 

측정하여 기 상태로 조정한 후 재사용하 다. 도 된 Pt의 무게와 류효율을 알

기 하여 Pt 도  후의 무게 변화와 이때 공 된 기량이 측정되었으며, 제작

된 극표면 morphology의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 JSM-5200) 

이미지가 측정되었다. 제작된 Platinized-Ti 극은 증류수에서 일정 시간 끓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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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에 잔존하는 염소 이온을 제거하고 이후 -0.21～1.3 VSSE  구간에서 

300mV/sec 주사속도로 일정한 해세정을 수행하 으며, 이후 매 50회의 cyclic 

voltammogram을 수행한 후 Pt 표면 특성 변화를 보기 한 수소 흡탈착  구

간과 수소와 산소 발생 체  구간에서 50mV/sec 주사속도로 cyclic voltam- 

mogram이 측정하 다.     

  제작된 platinized-Ti 극 표면에 Sn을 흡착시키기 해서는 0.1M HClO4 용

액에 SnCl2 (0.2～5mM)이 용해된 용액에 Pt 극을 담그거나 Sn
+2

 이온의 도  

압인 약 -0.4 VSSE 보다 양의 압을 가하여 제작하 으며 [2,3,6,13], 이후 극 

표면의 Sn 표면 덮힘율 (coverage)을 평가하기 하여 수소의 흡-탈착  구간

에서 cyclic voltammogram을 측정하 다. 질산염 이온 (NO3
-

)에 해 제작된 Sn 

-modified platinized Ti 극의 특성을 보기 하여 0.05M NaNO3 함유 0.1M 

HClO4 용액에서 linear sweep voltammogram이 측정되었다. 질산염 이온 용액의 

지지 해액으로 HClO4 용액이 사용된 이유는 ClO4
-

 이온이 Cl
-

, SO4
-2

, PO4
-3

 이

온에 비하여 Pt 음극에서 NO3
- 

과의 흡착 경쟁이 가장 어 정확한 NO3
-

의 극 

활성 반응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15]. 본 연구의 모든 실험은 상온에서 수

행되었으며, 사용된 모든 시약은 특  시약으로 처리 없이 사용하 고, 용액을 만

들거나 극 세척을 한 물은 2차 증류와 이온 교환수지(Mill-Q plus)를 거처 

도성이 18.2 MΩcm인  순수를 사용하 다.

     나. 질산성 질소화합물 해 분해   

      (1) 음극 극체 개발  

       (가) 속 극의 평가

            Table 3.5-1는 일반 으로 환원용으로 사용되는 속 극인 Pt, Ni, 

Ti, Cu에 하여 pH에 따른 질산성 질소의 분해 실험 결과이다. 여기서는 2cm x 

4cm x 0.2cm 크기의 음극용 속체를 사용하 고 질산성 질소화합물 용액으로 

100ml의 1.0M NaNO3+0.1 Na2SO4를 양이온 교환 분리막을 가지는 해 반응기

에 넣고 80mA/cm2에서 90분간 순환시킨 후 분해 생성물의 농도를 측정하 다. 이

때 사용된 양극은 음극과 동일한 크기의 IrO2 산화물 극을 사용하 다. 큰 차이

는 아니지만 질소 가스로의 변환은 산성에서는 Cu가 가장 높고 Pt가 다음이며 Ni

과 Ti은 일어나지 않으며, 알카리에서는 Pt과 Ni 가장 높고, Cu와 Ti는 일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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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성에서는 Cu 만이 질소 변환이 일어나고 나머지 극에서는 거의 일어나

지 않음을 볼 수 있다. 

Table 3.5-1. Electrolytic conversion yields of nitrate to several nitrogen 

compounds in several catholyte of 100 mL after 90 minute 

electrolysis of 80 mA/cm
2

.

음극 pH
유효 류효율 (%)

QNH3,NO2,N2/Qtotal

NH4
+

 

변환율

(%)

NO2
-

 

변환율

(%)

N2 

변환율

(%)

NOx 

변환율

(%)

TN 

감소율

 (%)

Pt

12 24.3 0.3 38.8 29.8 31.0 18.59

7 64.2 12.9 74.1 0 12.9 11.23

3 33.1 15.4 0 11.0 73.7 14.72

Ni

12 23.4 0.7 33.59 10.8 54.9 17.7

7 52.6 25.1 39.0 0 35.8 12.79

3 34.7 19.7 0 0 80.3 15.03

Ti

12 36.7 18.4 26.3 0 55.3 13.28

7 59.7 19.7 16.9 15.1 48.3 10.77

3 55.2 35.4 22.8 41.7 1.2 15.46

Cu

12 70.1 15.3 19.2 0 65.5 8.85

7 67.4 23.0 0 12.6 64.4 10.58

3 50.8 16.2 20.3 14.4 49.2 11.93

  한편 암모니아로의 변환은 산성에서는 Ti가 가장 높고 Pt, Ni, Cu은 비슷하며, 

알카리에서는 Ti, Cu가 활성을 보이며 Pt, Ni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성에서는 

Ni, Cu, Ti, Pt이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을 찰할 수 있다. 그리고 총 질소 감소는 

알카리 분 기에서 Pt가 가장 높고 산성의 Cu가 가장 낮음을 볼 수 있으며, 체

으로 모든 pH 역에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Pt 극이 다소 유리함을 볼 수 있

다. 이상의 실험 결과로부터 일반 으로 알려진 단순한 속체 극은 NO3
- 

의 분

해에 그다지 효과 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Pt, Pd 등에 Sn, Cu, Ge 등 속 입자를 submonolayer 상태

로 흡착시켜 음극체 (일명 catalytic metal adatom electrode)의 극 활성을 높이

는 방법이 알려져 [5-9], 단순한 속체 극 신에 매성 속 입자로 표면을 

변화 시킨 음극 극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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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n이 흡착된 Pt와 Pd 극의 안정성   

           극 표면 흡착 매 속으로 사용되는 Sn, Cu, Ge 등 속 입자  

Sn를 흡착시킨 극이 매우 효과 이라고 알려져 본 연구에서는 Sn을 사용하는 흡

착 매 극의 개발에 을 맞추었다. 이러한 매 속이 붙은 기  속으로

는 Pt, Pd이 상이 될 수 있으므로 먼  Pt와 Pd 극의 특성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  속을 선택하고 이를 심으로 질산성 질소화합물 해 분해를 한 음극체 

개발을 하 다. 특히 Pd 속체 극은 Pt 보다 고가이어서 직  Pd 속체를 사

용하지 않고 Ti에 Pd을 코 한 Pd 도  극을 사용하 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Ti에 Pt, Pd을 도 한 platinized-Ti 극과 palladinized 

-Ti 극을 제조할 수 있었다. Ti에 Pt를 코 하는 것은 다음 항에서 자세히 설명

되는 것처럼 Ti을 에칭 방법에 의해 표면이 일정 거칠기를 갖게 한 후에 해 방법

으로 코 을 할 수 있었다. 반면에 Pd는 Ti에 코 이 용이하게 되지 않고 쉽게 박

리되어 직 인 해 코 이 어려웠으나, Ti에 Pt를 코 한 후에는 Pd을 코 하

면 Pd이 박리되지 않는 안정 인 Pd 코 을 할 수 있었다. Ti에 Pt의 도 은 Ti을 

20% oxalic acid, 90℃에서 50분간 에칭한 후 음  세척  hot water 세척, 

-50mV에서 0.04M H2PtCl6+1.0M HCl용액에서 70℃를 유지하면서 10분간 도

하여 안정 인 platinized-Ti 극을 얻었다. Palladinized-Ti 극은 platinized 

-Ti 극을 0.05M PdCl2 in 0.2M HCl+0.3M HClO4 용액에서 +50mV로 5분간 

유지시킴으로써 균일한 Pd 도  층을 얻을 수 있었다. 

  Fig. 3.5-1에는 0.5M H2SO4 용액에서의 cyclic voltammogram이 나타나 있다. 

platinized-Ti 극과 palladinized-Ti 극 모두 일반 으로 알려진 수소의 흡탈

착  산소의 흡탈착 피크를 보여 극 자체가 도 이 잘 되었음을 볼 수 있고 동

일한 외형  극 크기에 비하여 platinized-Ti 극은 기  속 Ti의 표면 에칭

에 의한 조도 (roughness)가 증가하여 Pt 속 극에 비하여 류 도가 훨씬 크

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제작된 platinized-Ti과 palladinized-Ti 극을 0.5mM 

SnCl2+0.5M H2SO4 용액 -0.1V인 조건에서 약하게 교반시키면서 약 -0.22mA가 

유지되도록 10분간 교반시킴으로써 극 표면을 Sn으로 흡착 시킨 후 nitrate 용액

에서 연속 인 cyclic voltammogram 측정을 통해 극의 활성과 극의 안정성 

실험을 하 고 그 결과가 Fig. 3.5-2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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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외형 면 에서 palladinized-Ti 극이 platinized-Ti 극에 비하여 류 

도가 낮으며 극 안정성이 쉽게 하되는 것을 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로부터 palladinized-Ti 극 표면에서는 Sn이 불안정하여 nitrate를 효과 으로 

분해하기에 히 않은 것으로 단하고 이후의 실험에서는 platinized-Ti 극의 

안정  제작과 이를 이용한 nitrate 분해 실험에 을 맞추었다. 

      (2) Sn-modified platinized Ti 극 제조를 한 Ti의 백  도   

          Sn이 흡착된 Pt 극 개발을 해 재까지는 와이어나 형 백 체에 

Sn을 흡착시켜 연구하고 있으나, Pt의 높은 가격에 때문에 Pt 속체 극을 상업

 사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 속 모재에 Pt를 얇게 코 하여 만든 Pt 

극체 제조가 필수 이다. 

  Pt를 도 하기 한 모재로서는 기 도성, 기계  강도, 내식성, 환경 안정성 

 가격을 고려할 때 Ti이 하다. Ti 표면은 공기 에서 쉽게 산화막 형성에 

의한 부동태화가 일어나 기본 으로 Pt을 코 하기 어려운 속으로 알려져 있으

며, Ti 표면에 Pt의 도 은 화학 결합이나 속 결합이 아닌 기계  결합 작용과 

약한 Van der Waals 힘에 의해 합 작용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t에 Pt의 

도 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으나 [10], Ti에 Pt의 도 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많지 않은 상태이며, 있다 하더라도 주로 산화용 Pt 극 제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11-12]. Iniesta은 메탄올을 산화분해하기 해 백  산화물 극 개발

을 목 으로 백 이 코 된 Ti 극을 연구하여, platinized-Ti 극이 백  속

체와 같은 특성을 보이기 해서는 도 된 극체를 수 시간 동안 물에서 끓이는 과

정과 해세정 과정이 요함을 보고하 으나, 해세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극 표

면 특성 변화는 찰하지 않았다 [12]. Hu는 백 이 도 된 Ti 극의 해세정 과

정에서 압- 류 계도의 변화가 Pt 표면의 Pt 원자의 place-exchange process

에 의한 표면 구조 (morphology)의 변화에 기인함을 언 하 으나, 수소 흡탈착 

 역에서 뚜렷한 cyclic voltammogram을 측정하지 못하 고, 극 표면 변화가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는 찰 하지 않았다 [13]. 

  본 항에서는 Sn이 흡착된 Sn-modified platinized Ti 극 제조를 한 Ti에 

Pt 도  특성과 질산염 이온 용액에서의 제작된 극의 기화학  특성 연구를 통

하여 최  platinized-Ti 극 제조 방법과 Sn-modified platinized Ti 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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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특성을 연구하 다.     

       (가) Platinized-Ti 극 제조

            Pt 속체에 Pt를 도 하는 방법에 하여는 잘 알려져 있으나, Ti에 

Pt를 도 하는 방법에 하여는 상 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Sn이 흡착된 platinized Ti 극에서 질산염 이온의 극 반응 특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안정 인 platinized Ti 극체 제조 방법에 한 연구를 먼  수행하 다.

  Ti은 쉽게 산화막을 형성하는 특성 때문에 이종 속의 도 이 어려운 속으로 

알려져 있어 Ti은 표면 처리가 특히 요하다. Ti의 표면 에칭은 Ti 표면의 이물

질 는 산화막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에칭에 의한 표면 조도 (roughness)를 높임

으로서 도 된 Pt 막의 부착력을 증진시키는데 결정 으로 향을 주며, 한 제작

된 극의 표면 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Ti을 산 에칭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옥살

산 (20 wt%, 90
o

C) 에칭과 염산 에칭 (30% HCl, 60
o

C)이 알려져 있다 [14]. 동일 

시간 동안에 옥살산에 의한 에칭보다 염산에 의한 에칭이 Ti을 보다 균일하게 에칭

하나, 염산 에칭은 Ti 표면에 짙은 회색의 TiH2 막을 형성시킨다. TiH2은 식(1)에

서 보는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Pt 도   (-0.05 VSSE) 보다 높은 

에서 쉽게 산화되고 수소 이온이 표면으로 발생되어 Pt 도  시 Pt 막의 안정성

이 떨어뜨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오직 옥살산에 의한 Ti 에칭만을 사용하 다. 

                    V 0.66-  E   (s)TiH  2e 2H  Ti SSE
o

2
- ==++ +

                 (1)

  Pt 코  시 코  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하여 극 표면으로부터 수소가 발생

되지 않는 압에서 도 하는 것이 요하며, 격한 도  속도 보다는 기에 완

만한 도  속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따라서 환원 압이 용액의 조

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정 류 방법보다는 정 압 방법에 의해 Pt 도 을 하

다. 정확한 Pt 도  압은 Pt 용액에서 Ti의 환원 방향의 voltammogram 측정을 

통해 결정되었다. Pt 도 은 식(2)과 식(3)처럼 Pt(+4)→ Pt(+2)→ Pt(0)의 두 단계

를 거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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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
o--2

4
--2

6 V 0.503  E  2Cl  PtCl   2e PtCl =+=+                (2)

SSE
o-

s
--2

4 V 0.648 E  4Cl Pt   2e PtCl =+=+                  (3)

  Fig. 3.5-3에는 Pt 용액에서 에칭된 Ti과 Pt에 한 linear sweep voltammo 

gram이 나타나 있다. Pt에 Pt를 도 하는 경우인 Fig. 3.5-3(A)에서는 +0.1VSSE

에서 첫 피크가 찰되고, -0.15 VSSE에서 두 번째 피크가 나타나는 두 단계의 한

계 류(limiting current) 피크는 식(2)와 식(3)의 환원 단계에 의한 것으로 생각

된다. 첫 번째 주사와 두 번째 주사의 voltammogram이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Ti에 Pt를 도 하는 경우인 Fig. 3.5-3(B)에서는 약 -0.05 VSSE에서 

첫 피크가 보이고, 두 번째 피크는 -0.15 VSSE에서 나타나나 식(2)가 일어나기 

해 Pt 모재에서 보다 높은 과 압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

째 주사 voltammogram에서는 Pt에서 Pt 도 과 같이 식(2)를 보이는 첫 번째 피

크가 +0.1 VSSE에서 나타나며 voltammogram 측정을 반복함에 따라 류가 증가

하다 안정화됨을 보여 다. 이것은 처음 Ti에 한 식(2)의 과 압이 크나 일단 

-0.05 VSSE 이하를 지나면서 Pt(+2)가 생성되고 Ti 표면에서 Pt로 도 이 진행됨

에 따라 식(2)에 한 과 압이 차 어 Pt에 도 하는 것처럼 특성이 변화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Ti에 도 을 한 압으로 +0.2～0.0V의 는 Pt 모재 표

면에서는 쉽게 Pt이 착이 되나, Ti에서는 기 도  속도가 느려 Pt 코  막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2)가 본격 으로 일어나는 -0.05VSSE(+0.15 

VSHE) 이하를 선택하여야 Ti에 Pt의 도 이 원활히 시작되면서 차 도  류가  

증가함을 찰할 수 있었다. Ti의 경우 voltammogram에서 류의 흔들림은 70
0

C 

온도를 가지는 도  용액의 류에 의한 극 표면에서 용액 유동 때문으로 생각된

다. 본 연구에서 Ti에 Pt의 도 은 생성된 Pt 막의 부착성을 고려하여 수소가 발생

되지 않는 인 -0.05 VSSE를 사용하여 도 을 수행하 다. Pt가 도 되는 과정

에서 수소가 발생되는 경우 도  후 Pt 막이 쉽게 떨어지는 것을 찰할 수 있었

다. 이것은 Pt가 도 되는 과정에서 기포가 발생하면 Pt 도 이 진행되는 경우 Pt 

막 내에 기포가 갇  이것이 Pt 막의 부착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3.5-4에는 -0.05 VSSE에서 에칭된 Ti에 Pt 도 하는 경우와 Pt 와이어에 

Pt를 도 하는 경우 시간에 따른 류 변화가 나타나 있다. Pt와 Ti에 도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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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완 히 다른 시간- 류 곡선 형태를 보인다. Pt에 도 하는 경우 기 충 류

(charging current)에 의한 격한 류 이후 차 안정화되어 용액 농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거의 일정한 시간- 류 계를 보인다. 그러나 Ti의 경우는 시간-

류 곡선은 도 이 시작되면 환원 류가 증가하다 약 5분 정도에서 일정한 류 

값을 보이다 다시 환원 류가 증가하다 일정해 지는 것을 찰 할 수 있다. 이것은 

Ti의 백 화 과정과 식(2)와 식(3)의 Pt 이온의 2 단계 환원 과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단 Ti 표면에 Pt 도 화가 진행됨에 따라 Pt(+4)가 Pt(+2)

와 Pt(0)로 환원되는 과 압이 낮아짐으로써 환원 류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도 이 진행 되면서 극 표면에 Pt가 형성되기 한 선행 물질인 Pt(+2)이 표면에 

축 됨에 따라 생성된 Pt(+2)이 표면으로부터 떨어진 용액 밖으로 확산도 증가하여 

극 표면에서 Pt(+2) 농도가 증가하지 못하고 일정하게 되어 Pt 환원 류도 일정

하게 나타난다. 이후 Ti 표면이 더욱 Pt 도 화가 진행됨에 따라 환원 류는 다시 

증가하다 Ti 표면이 거의 Pt로 덮임에 따라 류는 일정하게 된다. 

  Fig. 3.5-5에는 -0.05 VSSE에서 Ti에 Pt을 도 하는 경우 공 된 기량과 도

된 Pt의 무게 계가 나타나 있다. 도 된 Pt 무게는 공  기량과 도  시간에 

거의 선형 으로 변화됨을 볼 수 있다. Pt 도 이 4 자 반응을 고려하여 Fig. 

3.5-5로부터 얻어진 기울기로 계산된 류효율은 약 62.3%이었다. 이 류효율 값

은 문헌에 나타난 값과 거의 일치 한다 [15,16]. 수소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류효

율이 100%가 되지 못하는 것은 Pt(+4)가 Pt(0)로 한 번에 환원되지 않고 Pt(+2)로 

거쳐 Pt(0)로 환원되므로 공  류의 일부분이 Pt(+4)을 Pt(+2)까지만 변환시키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Fig. 3.5-6에는 옥살산에서 에칭된 Ti과 이를 모재로 하여 -0.05 VSSE에서 도

시간을 15, 30, 60 분으로 달리한 platinized-Ti 극의 SEM 사진이 나타나 있다. 

Ti에 Pt 도  과정은 에칭으로 인해 높은 거칠기를 갖는 Ti 표면에서 균일하게 일

어나는 것이 아닌 돌출된 뾰족한 부분을 심으로 직경 7～8m 정도의 구형의 배추 

꽃 모양 (cauliflower)의 덩어리 형태로 Pt가 성장하여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차 Ti 표면이 구형의 Pt 덩어리로 메워져 최종 으로 

체 표면은 엠보싱 형태를 가지게 됨을 볼 수 있다. 각 덩어리의 표면은 더욱 미세

한 솜털 형태의 돌기로 덮여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미세 

돌기가 더욱 많아지는 것을 찰할 수 있다. Ti은 공기 에서 쉽게 산화막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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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xalic acid etching Ti (x 2,000)   (B) 15 min plating (x 2,000)

          

 (C) 30 min plating (x 2,000)         (D) 60 min plating  (x 2,000)

     

  (E) 15 minplating (x10,000)        (F) 15 min plating (x 10,000)

Fig. 3.5-6. SEM photographs of oxalic acid-etched Ti substrate and 

platinized Ti electrode with plating times of 15, 30, and 60 

minutes at -0.05 VSSE in 0.075 M H2PtCl6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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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착력을 가지는 도 막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Fig. 3.5-6의 결과로부

터 Ti의 Pt 도  막은 에칭된 Ti 거친 돌출부에서 성장된 Pt 덩어리의 기계  결

합에 의해 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 Platinized-Ti 극 특성

           일단 제작된 platinized-Ti 극은 기본 으로 Pt 속 극의 특성을 

보여야 Pt 극 표면을 갖는 극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수소와 산소 발생  

구간에 Pt 극 표면이 갖는 수소와 산소 원자의 뚜렷한 흡탈착 피크가 발달되어야 

한다. 이것은 Pt 극 표면이 충분히 깨끗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Pt 표면에 Sn과 같은 매성 속 입자를 최 한 흡착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Pt 표면에 Sn 속 입자의 덮힘율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된다. Pt 도

을 해 용액으로 보통 hexachloroplatinic acid (H2PtCl6)을 사용하므로 Pt 도  

후 극 표면은 염소 이온의 흡착에 의한 오염이 발생된다. 염소 이온은 극 표면

에 매우 강하게 흡착되어 물에 의한 세척만으로는 제거 되지 않는다 [12,17]. 이러

한 표면 오염 흡착물은 해 세정에 의해 제거가 될 수 있다. 일반 인 극은 수

소와 산소 발생  구간에서 해세정을 수행함으로써 극 표면이 안정화 되고 

재 성 있는 압- 류 곡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제작된 platinized-Ti 극은 

단순히 물에 의한 세척과 해 세정에 의해 쉽게 안정화 되지 않아 Sn 흡착 후 Sn 

덮힘율 평가를 한 cyclic voltammogram 측정이나 는 질산염 용액에서 극 

활성을 평가하기 한 linear sweep voltammogram 측정 시 극의 특성이  지속

으로 변화되어 이들 극의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원인을 찾는 

것이 platinized-Ti 극을 활용하는데 있어 요하다. 제작된 platinized-Ti 극

은 해 세정을 반복함에 따라 류- 압 곡선이 지속 으로 변화되는 것을 찰 

할 수 있었다. 즉, 해 세정을 진행함에 따라 수소와 산소의 백  표면의 흡탈착 

피크가 차 발달하는 것과 cyclic voltammogram 자체가 체 으로 차 어든 

것이 찰되었다.  

  Fig. 3.5-7에는 15, 30, 60분 동안 Pt 도 된 극을 -0.22～1.3 VSSE  구

간에서 300mV/sec 주사속도로 매 50회 해 세정을 한 후 0.5M 황산 용액에서 

측정된 cyclic voltammogram이 나타나 있다. 여기서 voltammogram 측정은 3회 

측정을 하여 3번째 얻어진 결과이다. Voltammogram 측정에서 보통 1～2회 때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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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결과는 충  류에 의한 강한 환원 분극 (cathodic polarization)이 발생되

어 극표면의 기공이 수소로 채워져 신뢰할 수 없지만 1～2회 cyclic voltammo- 

gram을 측정한 후부터는 극이 안정화 된다 [18]. 측정된 cyclic voltammogram 

변화 경향은 도  시간에 크게 향을 받음을 볼 수 있다. 15분 도  한 경우 도

이 완료된 후 물로 세척한 후 50회 정도의 해세정에 의해 잘 발달된 수소와 산소

의 흡탈착 피크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극 표면이 충분히 깨끗해졌음을 의미한

다. 그러나 해세정이 진행됨에 따라 지속 으로 수소 흡탈착 피크와 산소 흡탈착 

피크는 같은 비율을 유지하며 그 크기가 어들고 500회 정도의 해세정을 거친 

후부터는 더 이상의 큰 변화가 없이 안정화 되는 것을 볼 있다. 체 으로 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순수한 백  극과는 다른 왜곡된 형태의 류- 압 곡선을 보

인다. 수소의 흡탈착 피크와 산화막 환원 피크가 불분명한 형태를 보이며, 기 이

 층 (electric double layer)  역이 고 non-faradic 류가 차 커짐을 

볼 수 있으며, 한 수소의 흡착 피크와 산화막 환원 피크 사이에  다른 피크가 

형성됨을 볼 수 있다. 30분 코 을 한 경우 해 세정을 반복함에 따라 산소와 수

소의 흡-탈착 피크가 차 발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15분 코 에서와 같은 

횟수의 해 세정을 하여도 뚜렷한 산소와 수소의 흡탈착 피크가 발달하지 않으면

서 체 으로 cyclic voltammogram 크기가 지속 으로 변화됨을 볼 수 있다. 

한 60분 코 의 경우는 15분 도 한 경우 보다 해세정을 훨씬 많이 하여도 Pt의 

수소와 산소의 흡탈착 피크가 거의 뭉뚱그려진 형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작된 platinized-Ti에서의 류- 압 곡선의 변형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

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Fig. 3.5-6(B)～(D)에서 보듯이 도  시간

이 증가할수록 발달하게 되는 복잡한 코  표면과 이로부터 야기되는 백  도 용

액에서 오는 염소이온의 극 표면 잔류가 수소와 산소의 흡탈착 피크의 왜곡을 유

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Fig. 3.5-6(E)와 (F)에서 보듯이 도  시간이 증가

할수록 Pt 표면에 많은 미세한 돌기들이 발달함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안정 인 

백 원자가 Pt 덩어리 형태로 형성되기  간  도  단계 (transient state 

step)로 생각된다. Pt 도  시, 극 표면에는 쉽게 여러 종류의 산화가 상태와 구

조를 가지는 Pt hydrous oxide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oxide 물질은 Fig. 3.5-7(B)

와 (C)에서 수소 흡착과 산화막 환원  구간에 나타나는  따른 형태의 환원 

피크 생성에 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3.5-7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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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이 진행됨에 따라 체 으로 압- 류 곡선 크기가 어드는 것은 처리 과

정에서 Pt 표면에 가해지는 압 변화에 의한 place-exchange process 작용에 의

한 극의 morphology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13,18-19]. 즉, 류의 

감소는 많은 요철과 돌기를 가진 Pt 표면의 면 이 어듦을 의미한다. 

  Fig. 3.5-8에는 60분간 Pt 도 을 시킨 극의 해 세정 후에 SEM 사진이 

나타나 있다. 해 세정 에는 뾰족한 끝을 가진 Pt 돌기들이 해 세정을 800 회 

거친 후 돌기 끝이 둥 게 무뎌진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도  과정에서 표면에 

형성된  안정성(meta stable) 상태의 Pt-adatom이 해세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place-exchange process 작용에 의해 보다 안정 인 상태의 표면 구조로 재배열

되었기 때문이다 [13, 20]. 따라서 해세정 과정 후 용액과 하게 되는 실질 인 

극 표면 이 어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  시간이 30분과 60분의 경우 수소의 흡탈착 피크의 왜곡이 도 된 Pt 표면

에 남아 있는 염소 이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하여 먼  순수한 Pt 와

이어를 0.5M 황산 용액에서 해 세정 시켜 수소  산소의 흡탈착 피크가 잘 발

달되게 만든 후, 이를 가지고 0.5M 황산용액과 100ppm의 염소이온을 가진 0.5M 

황산 용액서 cyclic voltammogram 측정하 고, 그 결과가 Fig. 3.5-9에 나타나 

있다. 약 1.2V 에서 염소의 산화-환원을 보이는 피크들이 찰이 되며, Fig. 3.5-7 

(B)와 (C)에서와 같이 수소 흡탈착 피크가 불분명해지고 한 Pt 산화막 생성 피

크와 Pt 산화막 환원 피크도 왜곡되고 그 류도 격히 어듦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Fig. 3.5-6에서 보듯이 에칭된 Ti의 뾰쪽한 끝에서 Pt 덩어리들이 성장되

면서 Ti 표면이 덮이는 경우, 구형의 Pt 덩어리 사이와 Ti 모재의 기 면 사이 공

간이 존재하게 되고 여기에 염소이온을 갖는 백  용액이 갇  platinized-Ti 극

의 해 반응 시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  층 에 염소 

이온 용액이 남아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하기 한 30분과 60분 도 된 

극의 단면이 Fig. 3.5-10에 나타나 있다. 화살표로 나타난 부분에 작은 공동과 

틈들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15분 도 한 것처럼 도 된 표면 형태가 착

된 Pt 덩어리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 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극 제조 후 

물에 의한 수세에 의해 쉽게 도 된 극 표면에 잔존하는 도  용액이 제거될 수 

있으므로 Fig. 3.5-7(A)에서 보듯이 짧은 해세정에 의해서도 쉽게 순수한 Pt 

속 극 표면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부분 착 도  층을 갖는 30분 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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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fore electro-cleaning (x25,000) 

(B) After electro-cleaning 800times (x25,000)

Fig. 3.5-8. SEM photographs of Ti electrode platinized for 60 minutes 

before and after electro-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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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 min plating (x1,000)    

(B) 60 min plating (x1,000)

Fig. 3.5-10. SEM photographs of cross-sections of Ti electrodes platinized 

for 30 and 6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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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완 히 착된 도  층을 갖는 60분 도 한 경우는 물 세척이나 해세정에 의

해 내부에 존재하는 오염원이 쉽게 제거되기가 어려워짐을 알 수 있다.   

  Pt를 도 한 Ti 극을 끓는 물에서 세정하는 것은 Pt 도  표면에 염소 이온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 된 Pt 표면의 잔류응력(stress)을 제거하여 다 [11]. 

제조된 극으로부터 염소 이온이 제거된 것을 확인하기 하여 제조된 platinized 

-Ti 극을 증류수로 세정한 후 이를 용기에 넣고 끓이면서 용액 의 염소이온 

농도 변화를 측정하 고 그 결과가 Fig. 3.5-11에 나타나 있다. 15분 도 한 경우

는 1시간 끓인 후의 농도의 변화가 없으나 30분  60 분 도 한 경우는 끓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염소 이온 농도가 증가하여, 30분 코 의 경우 약 4시간 정

도에서 약 13 ppm 정도에서 일정하게 되고 60분 코 을 한 경우는 6시간 정도에

서 약 24 ppm 정도에서부터 거의 일정하게 된다. 이 결과는 Pt 도  시간이 증가

할수록 구조 으로 Pt 코  층에 잔존하는 염소이온이 많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단

순히 Pt 도  극을 일정 시간 물에 끓인 후 극 표면의 구조 변화는 SEM으로 

찰할 수 없었다. Fig. 3.5-11의 결과로부터 Pt 도 된 극을 끓이는 것은 극 

오염물질을 보다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5-12는 Pt 도  극을 10시간 이상 미리 물속에서 끓여 충분히 염소 이

온을 제거한 후 해 세정을 하여 끓이지 않은 경우의 cyclic voltammogram을 비

교한 결과이다. 끓이는 극과 끓이지 않은 극을 독립 으로 만들어 사용하 으

므로 실제 극 면 에 다소 차이가 있어 류 크기를 직  비교하기 보다는 수

소  산소의 흡탈착 피크의 변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15분간 도 한 경우 Pt 

도  층이 극 제조 후 물에 의한 세정에도 쉽게 염소 이온이 제거되는 구조를 가

져 물에 의한 세정 후 추가로 끓이는 작업이 없더라도 수소  산소의 흡탈착 피크 

왜곡 상의 변화가 없으나, 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끓이는 처리가 없는 경우 

극을 끓이는 처리를 한 경우에 비하여 같은 시간 동안의 해세정에서 수소  

산소의 뚜렷한 흡탈착 피크가 느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Fig. 3.5-12에 같이 보

이는 순수한 Pt 속 극 (polycrystalline Pt electrode)의 cyclic voltammogram 

과 비교할 때, 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소 탈착  산화막 생성 피크들이 양 

 방향으로 이동하며 이들 피크가 불분명하여 짐을 볼 수 있다. (좀 더 뚜렷한 수

소 흡탈착 피크의 이동을 보기 해 Fig. 3.5-13 참조). 이것은 도 된 Pt와 기  

속인 Ti 사이의 에 의한 압 강하 (ohmic drop)가 아닌, Pt 속 극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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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

 

0.5 

1.5 
1.0 

 μm 

 

0 2.0 

nm 

1.0

μm 

(B) AFM image and cross section before EC 

0.5 

1.5 
1.0 

 μm 

 

0 2.0 1.0

nm 

μm 

(C) AFM image and cross section after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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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

다 훨씬 넓은 표면 을 가지는 platinized-Ti 극 표면에서 많은 Pt-H 흡탈착에 

의해 야기되는 극 표면과 하는 용액의 pH 변화에 의한 평형 의 변화로 설

명될 수 있다 [12]. 이러한 결과로부터 에칭된 Ti에 한 Pt 도  시간이 길어질수

록 제작된 극을 물에서 끓여 극 표면에 존재하는 염소를 충분히 제거하는 과정

이 요하며, Pt 도  막이 극 표면을 완 히 덮는 경우는 제작된 극의 끓이기 

 해세정 과정을 통해서도 순수한 Pt과 같은 극 표면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platinized-Ti 극을 순수한 복합 결정면을 가지는 Pt 속 

극 특성을 가지는 극으로 만들기 해서는 에칭된 Ti에 무 두꺼운 Pt 코  

층을 갖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함을 의미한다.     

       (다) 해 세정에 의한 platinized-Ti 극 표면 구조 변화 

            Fig. 3.5-8의 SEM에서 표면의 미세 돌기 변화를 좀 더 뚜렷하게 보

기 하여 AFM 측정을 통해 측정된 30분 Pt 도 한 표면의 해 세정 후의 표

면 이미지와 임의의 한곳의 단면 이미지를 보이는 결과가 Fig. 3.5-13에 나타나 있

다. 해 세정을 하기  Pt 도 된 표면은 약간 짙은 회색을 띠나 해 세정 후 

표면은 보다 밝게 표면색이 변화되는 것을 찰 할 수 있다. AFM의 이미지에서 

해 세정 에는 표면에 미세한 돌기들이 뚜렷이 보이나 세정 후에는 돌기 들이 

거의 없어진 것을 찰 할 수 있다. 한 단면도를 보이는 이미지에서 해 세정 

의 약 20nm 크기의 돌기들의 표면에서 없어지고 오직 매크로 표면 변화만이 남

아 있는 것을 찰 할 수 있다. 해 세정 후의 Pt 코  면의 색 변화는 해 세

정에 의한 미세 돌기들이 없어짐으로서 표면이 좀 더 매끄러워져 표면에서 빛의 난

반사가 었기 밝게 보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3.5-14에는 30분간 Pt 도 한 극의 해 세정 후의 XRD 결과가 나타

나 있다. 해 세정을 한 후에는 2θ 값이 순수한 Pt 속의 결정면 2θ에 근을 

하며 intensity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반가폭이 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해 세정 후에는 Pt 표면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산화가 상태와 구조를 

가지는 Pt hydrous oxide 형태의 많은 미세한 돌기들이 극에 가해지는 압 변

화에 의해 안정화되며 place-exchange 작용에 의해 표면의 거칠기가 어들어 

극 표면 결정성이 좋아 지는 것을 의미한다. 

  Fig. 3.5-15에는 30분간 Pt 도 한 극의 해 세정 후의 XPS 결과와 P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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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4. XRD patterns of 30 minute platinized-Ti with and without     

electro-cleaning and a table showing their parameter changes.



- 337 -

                                                                              

   

78 76 74 72 70 68

 

In
te

ns
ity

 (a
rb

itr
ar

y)
 

Binidng energy (eV)

Platinized-Ti with 30 min plating  
Before electrocleaning 

1.07

Ptwith O /Pt at 4f5/2 : 
1.09

Pt

Ptwith O or Cl

Pt

Ptwith O or Cl 

4f5/2  

4f7/2

Δ=3.33 ev

Ptwith O /Pt at 4f7/2 : 

78 76 74 72 70 68

0.41
Ptwith O /Pt at 4f5/2 : 

0.39

Pt

Ptwith O or Cl

Pt

Ptwith O or Cl 

Platinized-Ti with 30 min plating

4f5/2
 

In
te

ns
ity

 (a
rb

itr
ar

y)
 

Binidng energy (eV)

After electrocleaning of 500 cycles
4f7/2

Δ=3.33 ev

Ptwith O /Pt at 4f7/2 : 

Fig. 3.5-15. XPS spectra of 30 minute platinized-Ti with and without       

electro-cleaning



- 338 -

한 XPS 피크 분리를 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Pt 속에 한 Pt4f7/2와 Pt4f5/2의 

자 결합에 지는 각각 71.2 eV와 74.53 eV 이며 Pt 화합물에 한 Ptf7/2 결합에

지는 Pt(OH)2 72.6eV, PtO 73.8～74.2 eV, PtO2 74.6～75.0 eV, PtCl2 73.6 

eV로 알려져 있다. Pt에 산소 등의 다른 화합물이 늘어날수록 Pt4f7/2에 한 결합

에 지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수한 Pt만의 결합 에 지를 가지고 측정된 결

과를 curve-fitting 할 경우  4f7/2 경우 72ev 후에서, 4f5/2의 경우 75.5eV 후

에서 피크 분리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Pt
0

과 Pt
2+

의 간 값에 해당하는 화합물 

[Pt4f와 산소 결합 Pt
δ+

 (0<δ<2)] 즉 Pt(OH)2의 표면 존재를 가정하여 약 72eV를 

고려하여 curve-fitting 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때 PtO 화합물

에 해당하는 74eV 정도의 결합 에 지를 사용하 을 경우 정상 인 curve-fitting

을 할 수 없어 Pt 도 된 표면은 Pt-O가 아닌 Pt-OH 화합물로 덮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세정  극의 4f7/2와 4f5/2에서의 Pt oxide/Pt의 면  비는 각각 

1.09, 1.07이고 해세정 후 극의 4f7/2와 4f5/2에서의 0.39, 0.41로 4f7/2와 4f5/2

에서의 면  비가 거의 비슷하여 피크 분리가 건 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해 세정과정은 표면에서 Pt-OH 화합물이 이며 순수한 Pt 속이 

발달시킴을 알 수 있다. 해세정 후 Pt-OH 화합물의 비가 고 Fig. 3.5-8, Fig. 

3.5-12～Fig. 3.5-13에서 보이는 극 표면의 미세한 돌기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극 표면의 미세 돌기의 표면은 불안정한 Pt-OH 화합물 형태로 존재

하는 것을 생각된다.        

  Table 3.5-2에는 non-faradic  역에서 주사 속도의 변화에 따른 류 변

화로부터 얻어지는 기울기로 계산되는 15분, 30분, 60분 백  도 된 platinized 

-Ti 극의 표면 조도(roughness factor) 값이 나타나 있다 [21, 22]. 

Table 3.5-2. Roughness factors of platinized-Pt electrodes with and 

without the electro-cleaning.  

15 min Pt/Ti 30 min Pt/Ti 60 min Pt/Ti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Roughness 

factor
1,132 631 1,862 1,018 4,585 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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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앞서 언 한 것처럼 표면 돌기가 많이 발달하여 극 표

면 조도가 증가함을 볼 수 있고, 각 극은 해 세정된 후 극 표면의 미세 돌기

가 없어짐에 따라 극 표면 조도가 크게 어듦을 볼 수 있다.

  15분, 30분, 60분 Pt 도 된 극과 해액의 계면에서 극 표면의 항과  거

동을 보기 하여 수소가 일어나는 시 의 에서 임피턴스 측정을 하 고 Fig. 

3.5-16(A)에 나타나 있다. 용액 항은 약 1.8Ω이고 Ti에 도  시간이 증가할수록 

극 표면 항 값이 크게 감소하여 15분 도 된 극 항은 23Ω 정도로 측되나 

60분 도  극 표면의 항은 약 7Ω 정도로 측된다. 이것은 극 표면층의 

항은 면 에 반비례한다는 사실로부터 쉽게 해석될 수 있다. 즉 앞서 Fig. 3.5-6에

서 보듯이 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Ti 표면이 Pt로 덮이면서 표면에 무수히 많은 

미세 돌기에 의해 극 비표면 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3.5-16(B)에

는 15분 도 된 Pt 극을 해 세정 횟수에 따른 수소가 발생되는 -0.26 VSSE 

에서 측정된 임피턴스 변화 결과가 나타나 있다. 해 세정이 증가할수록 극 

표면 항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해 세정 횟수가 증가할수록 극 

표면에 존재하는 미세 돌기들이 어들어 극의 비표면 이 어들어 극의 표면 

항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Pt가 코 된 Ti 극 표면에 Sn

을 흡착시킨 후 정확한 Sn 덮힘율을 측정하기 하여 해 세정을 하는 경우 극 

표면의 미세 돌기의 변화에 의한 극 표면 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극 표면이 안

정화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라) Sn 흡착 platinized-Ti 극의 질산염 이온 환원

           질산염 이온의 해 환원을 한 Sn-modified platinized-Ti 극은 

제조된 platinized-Ti 극을 끊는 물에서의 충분히 세정과 일정한 시간 동안 해 

세정을 거친 후 Sn 용액에서 10분간 담가 제작하 다. 제작된 극은 물에 의한 

세척 후 특별한 해 세정이 없이 바로 사용되었다. 

  Fig. 3.5-17에는 15분 도 된 platinized-Ti 극과 Pt 와이어 극의 수소 흡

탈착  역에서의 Sn 흡착 후의 cyclic voltammogram이 나타나 있다. Sn 

덮힘율은 cyclic voltammogram의 면 인 충  용량(charge capacity)의 변화 즉, 

수소 흡탈착 사이트의 변화를 통하여 계산되었다 [5-8,12,23]. Pt 와이어의 경우는 

표면의 46%가 Sn으로 덮여있고, 10분 도 된 platinized Pt는 약 17% 정도 덮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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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7. Cyclic voltammograms of Pt wire and 15 minute platinized-Pt 

electrodes before and after Sn-adsorption on the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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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볼 수 있었다. 30분과 60분 도 된 platinized-Pt는 각각 Sn이 각각 9%, 

2% 씩 덮여 있었다. 충분한 해 세정을 거친 platinized-Ti 극을 사용하는 경

우 반복되는 측정에도 안정  voltammogram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제작된 

platinized-Ti 극을 끓는 물에서 세척  해 세정을 통한 충분한 처리를 하

지 않는 경우는 수소 흡탈착 피크의 왜곡  변화에 의해 Sn 덮힘율의 측정은 신

뢰할 수 없었다.

  Fig. 3.5-18은 에칭된 Ti, 15분 도 된 platinized-Ti, Sn-modified platinized 

Ti, Pt, Sn-modified Pt 극이 질산염 용액과 기 용액(background)에서 측정한 

voltammogram이다. 질산염 이온 용액은 Pt 표면에 Sn이 존재할 때 환원 류가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Sn이 Pt 극 표면에서 매로 작

용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Platinized-Ti 극은 Pt 극 보다 훨씬 큰 환원

류를 보이는데 이것은 platinized-Ti 극이 Pt 극 보다 큰 극 표면 을 갖기 

때문이다. 질산염이 없는 기 용액에서 표면에 Sn의 존재 유무는 수소 발생 에

는 거의 향을 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질산염 용액에서는 Sn이 Pt 극 표

면에 존재할 때 수소 발생의 과 압이 증가되는 것을 찰할 수 있다. 이에 한 

이유는 Sn이 Pt 표면에 공존할 때는 Pt와 Sn의 력  작용에 의하여 질산염 이

온이 Pt 극보다 Sn이 흡착된 Pt 극 표면에 하여 보다 높은 친화성을 갖게 

하고 이는 극 표면에서 수소 이온의 흡착을 방해하게 함으로서 Sn이 흡착된 Pt 

극에서 수소 발생에 한 과 압을 상승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23]. 

Fig. 3.5-18에는 질산염 용액에서의 Ti 극의 특성도 함께 나타나 있다. Ti 극

에서 수소 발생에 한 과 압은 Pt 극에 비하여 매우 높아 약 1.2VSSE에서 수소 

발생이 일어나며, 극 표면에 Sn 존재 유무는 수소 발생에 한 과 압 변화에 거

의 향을 주지 않음을 볼 수 있다. Ti 자체도 질산염 이온에 하여 극 활성이 

있음을 볼 수 있으나, platinized-Ti 극에 비하여 약 0.5V 이상의 높은 음 

에서 질산염 이온에 한 극 활성이 나타나며 그 활성도 낮음을 볼 수 있다. 이

는 Sn은 Pt와의 상호 작용에서만 매  성질이 나타내며, Sn은 Ti 표면에서는 

매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순수한 Pt 속체 

보다 기계  강도가 높고, 경제 으로 렴하며, 높은 비표면 을 갖는 platinized 

-Ti 극에 Sn을 흡착시켜 질산염 이온의 환원에 한 매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 

Pt 속 극에 Sn을 흡착시켜 사용하는 것 보다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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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19(A)에는 15, 30, 60분 동안 도 된 platinized-Ti 극과 여기에 Sn 

흡착을 갖게 한 Sn-modified platinized Ti 극의 질산염 이온 용액과 기 용액

에서의 voltammogram이 나타나 있다. Sn 흡착이 없는 platinized-Ti 극은 질

산염 용액에 하여 일부 극 활성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보다 표면 돌기

들이 많은 60분의 도 의 극에서 활성이 커짐을 볼 수 있으나, Fig. 3.5-9와 

Fig. 3.5-12에서 보듯이 도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Pt 도  층에 잔존하는 염소 

이온 등의 불순물에 의한 기  류가 같이 커짐을 볼 수 있다.  Fig. 3.5-19(B)에

서 보듯이 도  시간을 달리한 Sn-modified platinized Ti 극의 질산염 용액에

서 겉보기 최  환원 류 크기는 i60min(～32 mA/cm2) > i30min(～30 mA/cm2) > 

i15min(～27 mA/cm
2

) 순으로 도  시간이 긴 극일수록 질산염 이온의 환원 류

가 크게 나타나나, 기 용액에 의한 류를 고려한 순수한 최  환원 류 크기는 

i30min(～27 mA/cm2) > i15min(～26 mA/cm2) > i60min(～22 mA/cm2)로 오히려 30

분 도 한 극이 가장 높은 극 활성을 보인다. 30분 도 한 극에서 가장 높은 

환원 류 값을 보이는 것은 극의 실제 표면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3.5-6에서 보듯이 Pt 도  층이 Ti 극 면을 완 히 덮을 경우 용액에 노출

된 Pt 도  극 면은 2차원  면 을 보이나, 15분이나 30분 도 의 경우처럼 도

된 Pt 층 사이에 개방 공간이 존재하게 도 된 경우는 노출된 극 표면이 3차원

 공간으로 형성되는 극 면 을 갖게 된다. 15분 도 된 경우는 충분히 도  층

이 형성되지 않아 30분 도 된 경우보다 체 으로 용액에 노출된 극 면 이 작

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platinized-Ti 극 제조 시, 극 면 의 최 화, 소

모되는 Pt 양  도  후 극 세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최  도  시간이 존

재함을 알 수 있고, 본 연구의 경우는 도  시간이 30분 후가 당하 다. 

      (3) Sn-modified platinized 극의 안정성 평가  해분해  

          질산염 이온에 하여 해 매 작용을 하는 Sn을 Pt 극 표면에 흡

착시키기 해서는 Pt 극을 Sn 이온이 Sn
0

으로 환원 도  압보다 약간 높은 

압에서 착시키는 UPD (under potential deposition) 방법을 사용하거나, Pt 

극을 단순히 Sn 이온 용액에 담그는 방법을 사용한다 [5,9]. Pt 극 표면에 존

재하는 Sn은 극에 압이 가해질 때 부분 으로 Pt 속 내부로 고체 확산(solid 

diffusion)을 하고, Pt 내부로 확산된 Sn 일부는 극의 해세정을 통해 다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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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나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Pt 표면에서 Sn의 흡탈착 과정은 

비가역 으로 진행이 되어 Pt 극 표면 특성이 복잡하게 변화되며, Pt 표면에서 

Sn의 거동은 Pt 극 표면의 이력에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24-26]. 

극 표면의 Sn의 Pt 내부로 확산이 Sn-흡착 Pt 극의 불안정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Sn-흡착 Pt 극에서 Sn의 안정성에 하여 구체 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질산염 이온의 분해를 

한 Pt 표면에서 Sn을 흡착시키거나 착시켜 만들진 Sn-modified Pt 극의 안

정성에 향을 주는 여러 요인과 Sn-modified Pt 극의 질산염 용액에서 극 

특성 변화를 조사하 고, 이를 바탕으로 Sn-흡착 Pt 극의 안정성을 높이기 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가) Sn-modified Pt 극의 제작 특성 

           Pt에 Sn을 흡착시킨 극은 질산염 이온에 해 높은 극 활성을 보

이나 [5,23,27], 본 연구의 기  실험을 통하여 Sn-흡착 Pt 극은 제작된 후 보

되는 용액 조건에 따라 극 특성이 크게 변화되는 것과 질산염 용액의 환원 과정

에서도 극 특성이 지속 으로 변화되는 것이 찰되었다. 따라서 Sn-흡착 극

의 사용에 따른 극 표면에서 Sn의 안정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극 제작 상에서 

Sn의 안정성 하 원인을 찾는 실험을 먼  수행하 다. 

  Fig. 3.5-20(A)에는 Sn-흡착 Pt 극의 Sn 덮힘율을 측정을 해 Sn-흡착 Pt 

극이 potentiostat의 cell-off 상태에서 0.5M 황산 용액 해 셀 내에 단순히 머

무는 시간에 따른 cyclic voltammogram의 변화가 나타나 있고, Fig. 3.5-20(B)에

는 0.1M HClO4에 0.05M 질산염 이온을 갖는 용액에서의 linear voltammogram

이 나타나 있다. 여기서 Pt 극 표면에 Sn 흡착은 0.5mM SnCl2 용액에서 1분간 

Pt 극에 0.0VSSE 의 압을 가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졌다. 순수한 Pt 극에서는 

뚜렷한 수소 흡탈착 피크가 나타나나 매 작용을 하는 Sn이 없기 때문에 Pt 극

의 질산염 용액에 한 활성은 거의 보이질 않는다. Pt에 Sn이 흡착된 후에는 Fig. 

3.5-20(A)에서 보듯이 수소 흡탈착 피크는 사라지며 질산염 용액에 해서 높은 

극 활성을 보인다. 그러나 0.5M 황산 용액 내에 단순히 체류하는 시간에 따라 

수소 흡탈착 피크가 살아나며 동시에 질산염 이온에 한 극 활성이 감소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것은 Pt 표면에 Sn 황산 용액에서 Pt 표면으로부터 없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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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Pt 표면에 수소 흡탈착 피크 분 값과 Sn이 흡착된 후 수소 흡탈착 

피크 분 값의 차이에 의해 계산되는 Sn 덮힘율은 Sn 흡착 후 약 74% 이나 단순

히 황산 용액에 체류하는 것에 의해 감소되어 40분 후에는 약 12% 정도로 크게 

감소된다. 이때 Sn 흡착률 계산 시 수소 흡탈착 cyclic voltammogram로부터 계

산되는 충  용량 값으로부터 non-faradic 류 높이에 의해 나타나는 충 용량 

값은 배제되었다. 

  Fig. 3.5-21(A)에는 Fig. 3.5-20에서 보이는 cell-off 상태와 셀이 potentiostat

에 연결된 open circuit 셀 상태 즉, OCP (open circuit potential) 상태에서 Sn-

흡착 Pt 극이 0.5M 황산 용액에 체류하는 시간에 따른 Pt 극 표면의 Sn 덮힘

율의 변화가 비교되어 나타나 있다. 두 경우 모두 0.5M 황산 용액에서 약 10분 후

부터는 Sn 덮힘율이 격히 감소되며, OCP 상태가 cell-off 상태보다 Sn의 표면 

감소가 더 빨리 일어나 40분 후에는 Sn 덮힘율이 약 5% 정도까지 떨어졌다. Fig. 

3.5-21(B)에는 Sn-흡착 Pt 극이 본 연구 사용되는 질산염 용액의 기  용액인 

0.1M HClO4 용액에서 cell-off 상태와 셀의 OCP 상태에서의 용액에 체류하는 시

간에 따른 Pt 극의 Sn 덮힘율 변화가 나타나 있다. 용액에 단지 40분 간 잠겨있

을 때 Sn-덮힘율은 약 6% 정도만 감소하여 0.5M 황산용액에 비하여 그 변화가 

매우 작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Sn-modified Pt 극의 질산염 이온에 한 여

러 가지 극활성 변화 실험을 하기 해 사용되는 매질인 0.1M HClO4 용액은 약

산으로 여기에서는 황산 용액에 비하여 상 으로 Sn-modified Pt 극이 안정

임을 의미한다. 용액과 하는 Sn-흡착 Pt 극의 Sn 불안정성 원인은 Sn-흡착 

Pt 극의 표면 XPS의 결과를 보이는 Fig. 3.5-27에서 다시 언 되지만, Pt 표면

에서 Sn이 Sn hydroxide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Sn 속은 물과 

하면 쉽게 hydroxide 형태로 변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n
+2

 이온과 Sn
0

의 

산화-환원 평형 압 (EoSn(OH)2/Sn0)은 -0.34 VSSE (-0.13 VSHE)이고, Pt 표면

에 hydroxide 형태로 존재하는 Sn(OH)2과 Sn
0

의 산화-환원 평형 압은 -0.43 

VSSE으로 알려져 있으므로[28], Sn-modified Pt 극에 이러한 압보다 낮은 음

압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용액에 방치되는 경우 쉽게 Pt 표면의 Sn은 용해되

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Off-cell 상태보다 OCP 상태에서 Sn 

흡착율의 빠른 감소 이유는 찰되는 셀에서의 OCP 값은 약 +0.4VSSE 정도로 이

것은 Pt 극에 흡착된 Sn이 Sn+2 이온으로 용해시키는 압으로 작용함으로써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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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된 Sn이 용해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Sn-modified Pt 

극의 Sn 흡착율을 측정하기 하여 통상 사용되는 0.5M 황산 용액에서 -0.2～

+0.15 VSSE  구간의 cyclic voltammogram의 측정 시 극이 황산에서는 체

류되는 것과 극에 Sn 산화 압이 가해지는 것에 의해 Pt 표면의 Sn이 용해될 

수 있으므로 Pt의 Sn 덮힘율 측정을 신속히 하지 않으면 Sn 덮힘율 측정 시 오류

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작된 Sn-흡착 Pt 극이 먼  황산 용액에서 

Sn 덮힘율 측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질산염 용액에서 극의 활성실험을 수행한다

면 황산용액에서 Sn-덮힘율 측정 시 야기되는 Sn 덮힘율 변화에 따른 질산염 용

액에서 극 활성 실험의 차이가 발생된다. 따라서 이후의 실험에서는 Sn-흡착 Pt 

극을 동시에 2개씩 만들어 각각을 Sn 덮힘율 측정과 질산염이온 용액에서의 

Sn-흡착 Pt 극의 활성 실험에 사용하 다.

  Fig. 3.5-22에는 0.05M 질산염 이온 용액에서 Sn을 UPD 조건에서 Pt 표면에 

흡착시켜 만든 Sn-modified Pt 극과 해 도 에 의해 착시켜 만든 Sn- 

modified Pt 극에 의한 linear voltammogram이 나타나 있다. Sn의 UPD 흡착

은 Sn2+ 이온이 Sn0로의 환원되는 산화-환원 평형 압인 -0.34 VSSE (-0.13 

VSHE)보다 양의 압을 걸어  상태에서 Pt에 Sn을 흡착하는 것이다. 이때 사용된 

Sn
+2

 이온 농도가 0.2mM인 용액을 사용하므로 산화-화원 평형 압은 Nernst 식

을 사용할 때 -0.45VSSE (0.24 VSHE)이 된다. Fig. 3.5-22(A)에는 Pt 극을 Sn+2 

용액에 단순히 담갔을 때와 극에 +0.2, 0.0, 0.2 VSSE 압을 인가하여 만든 Sn-

흡착 Pt 극의 질산염 이온 용액에서의 극 활성 결과를 보여 주는 linear 

voltammogram이 나타나 있다. Pt 표면에 Sn 흡착을 해 Pt 극을 Sn 이온 용

액에 단순히 담근 경우와 -0.45V 보다 큰 양의 압을 인가하여 Sn을 흡착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Sn 흡착 시 Pt 극에 음 압이 가해질수록 질산염 이온에 

한 극 활성이 증가하며 수소 발생 압이 음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인

다. Fig. 3.5-22(B)에는 Sn
2+

이 착시킬 수 있는 -0.45V 보다 낮은 음의 압에

서 만들진 Sn- 착 Pt 극의 결과가 나타나 있다. Sn- 착 Pt 극에서는 Sn 

착을 해 인가되는 압에 계없이 질산염 이온에 해 거의 비슷한 한계 류를 

가지는 극 활성 보이며 Sn-흡착 Pt 극에 비하여 수소 발생 압은 더욱 음 

 방향으로 이동하여 약 0.8VSSE 이하에서 수소가 발생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Pt 극 표면이 Sn으로 완 히 덮여 Pt 극 자체가 Sn 극화가 되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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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Sn 속은 Pt 속에 비하여 수소 발생에 한 과 압이 -0.5V 더 큰 것으

로 알려져 있다 [29]. 

  Fig. 3.5-23에는 Fig. 3.5-22에서 사용된 극의 Sn 덮힘율이 나타나 있다. Pt 

극에 Sn 흡착 시 극에 음의 압을 걸어 수록 압이 Sn 착 조건인 -0.4V 

이하에서는 극에 가해지는 압에 따라 Sn 덮힘율이 증가하지만, -0.4V 이상의 

Sn 착 조건에서는 덮힘율은 가해주는 압에 계없이 거의 80% 정도로 거의 

일정해 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Sn-modified 극을 만들 때 단순히 

UPD 조건에서 만들어진 Sn-흡착 극보다 Pt 극 표면을 충분히 Sn으로 덮인 

Sn- 착 극이 높은 질산염 이온에 한 활성을 보이며 수소에 한 과 압이 높

으므로 실제 인 사용에 있어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Shimazu 등[30]

이 0.025mM SnCl2 용액에서 Pt를 담가 만든 Sn-흡착 극이 Sn 덮힘율이 약 

35%일 때 질산염 이온에 한 최  극 활성을 보이는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나) Sn-modified Pt 극의 안정성 개선  질산성 질소 화합물 해분해

           본 연구에서는 제작된 Sn-modified Pt 극이 실제로 사용될 경우 발

생되는 극의 불안정성을 알기 하여 Sn-modified Pt 극이 단순히 수용액에 

방치하여 둔 경우와 E
o

Sn(OH)2/Sn
0

 압보다 높거나 는 낮은 정 압을 극에 

일정시간 가한 후 각의 경우에 해 극 특성 변화 실험을 수행하 다.

  Fig. 3.5-24에는 Pt를 1mM 는 5mM SnCl2 용액에 10분간 단순히 담가 Pt 

표면에 은 양의 Sn만이 존재하는 Sn-흡착 극(A)과 5mM SnCl2 용액에서 0.5 

VSSE 압을 10분간 가해 많은 양의 Sn이 표면에 존재하는 Sn- 착 Pt 극(B)을 

단순히 증류수에 일정 시간 방치한 후 0.05M 질산염 용액에서 측정된 linear 

voltammogram이 나타나 있다. Fig. 3.5-24(A)에서 Sn-흡착 Pt 극은 단순히 

증류수에 방치되는 시간에 따라 쉽게 극 활성이 잃어 감을 볼 수 있어 만들어진 

Sn-흡착 Pt 극은 질산염 용액에서 3시간 후에는 극이 활성을 거의 잃음을 볼 

수 있다. 5mM SnCl2 용액에서 만들어진 Sn-흡착 Pt 극은 1mM SnCl2 용액에 

만들어진 극 보다 느리게 극 활성을 잃음을 한 볼 수 있다. 이때 본 보고서

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수용액에 방치된 Sn-흡착 Pt 극을 수소 발생 역에서 

cyclic voltammogram을 측정하면 Fig. 3.5-20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소의 흡탈착 

피크가 다시 살아나면서 Sn 덮힘율은 크게 어듦을 찰할 수 있었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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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B)에는 Sn- 착 Pt 극이 증류수에 방치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수소 발

생 가 양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10시간 후에는 질산염 용액에서의 극 

활성 정도가 Fig. 3.5-24(A)에서 보이는 Sn-흡착 Pt 극의 제작 기의 극 활

성 정도까지 감소됨을 볼 수 있다. Fig. 3.5-24의 결과는 제작된 Sn-modified Pt 

극 표면에 존재하는 Sn은 수용액 속에서 불안정하여 쉽게 Pt 표면으로부터 떨어

져 나감을 의미하며, 표면에 흡착된 Sn의 양에 따라 극 활성을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짐을 의미한다. Sn 속 입자는 수분이 존재 하에 쉽게 산화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실제로 흡착이나 착에 사용된 HClO4 매질의 SnCl2 용액도 사용 후 

1～2일 방치하면 용액이 탁해지며 Sn hydroxide 침 물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Sn 이온은 수용액 에서 불안정함을 볼 수 있다. SnCl2 용액 속에서 

Pt에 흡착 는 착을 통하여 만들어진 Sn-modified Pt 극의 기 표면은 Sn 

hydroxide으로 덮여 있음을 실험 으로 확인하 다 (Fig. 3.5-27 참조). 이러한 사

실은 제작된 Sn-modified Pt 극의 불안정성은 극 표면에 존재하는 Sn의 불안

정성에 원인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0.05M NaNO3을 포함한 0.1M HClO4 용액이 갖는 약 

pH=0.4에서 물-Sn 계의 E
o

Sn(OH)2/Sn
0

은 약 0.43VSSE 이므로 Sn이 Pt 표면에서 

hydroxide로 존재하는 경우 이 극에 Sn(OH)2/Sn
0

의 산화환원 평형  보다 

큰 음 가 걸리는 경우 Sn hydroxide는 Pt 표면에서 Sn 속으로 환원이 되고, 

이  보다 낮은 가 걸리는 경우는 Pt 표면의 Sn은 hydroxide의 불안정한 

형태로 계속 존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Fig. 3.5-25에는 Sn-흡착 Pt 극과 Sn- 착 Pt 극에 Sn(OH)2/Sn0의 산화-

환원 평형 보다 낮은 0.1VSSE을 1시간씩 공 하며 0.05 M 질산염 이온 용액에

서 측정되는 linear voltammogram의 변화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것은 Pt 표면의 

Sn이 산화 용해될 수 있는 조건에서 Sn-modified Pt 극이 질산염 이온 환원을 

해 사용되었을 경우 Pt 표면의 Sn 안정성을 보기 한 실험이다. Sn-흡착 Pt 

극을 사용한 Fig. 3.5-25(A)에서는 Fig. 3.5-24(A)에서 보는 물에 방치해 놓을 때

와 같이 시간에 따라 극 활성이 쉽게 감소됨을 볼 수 있고, Sn- 착 Pt 극을 

사용한 Fig. 3.5-25(B)에서는 비교  극 활성을 잘 유지하지만 시간에 따라 수

소 발생 압이 조 씩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소 발생 압

이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Fig. 3.5-22에서 보듯이 Pt 표면에 존재하는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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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Sn 산화 조건에서 차 용해되어 Sn의 표면 덮힘율이 감소되어 극이 Pt화 되

어 감을 의미한다.

  Fig. 3.5-26에는 Sn-modified Pt 극에 EoSn(OH)2/Sn0보다 큰  음 압인 1.1 

VSSE을 1시간씩 가해  후 0.05M 질산염 용액에서 측정된 linear voltammogram

의 변화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것은 극 표면의 Sn이 Sn
+2

로 산화되기 어려운 조

건에서 Sn-modified Pt 극이 질산염 이온 환원을 해 사용될 경우의 극 표

면 Sn 안정성을 보기 한 실험이다. Sn-흡착 Pt 극에서는 시간에 따라 질산염 

환원 류가 Fig. 3.5-25(A)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감소한다. 이것은 Pt 표면에서 

매로 작용하는 Sn이 없어졌음을 의미하는데 이 이유는 Sn hydroxide가 Sn 

속으로 환원되는 조건이므로 Sn이 용해되어 없어져 활성이 감소되었다기 보다, 표

면의 Sn이 Pt 내부로 고체 확산되어 극 표면의 Sn 덮힘율이 감소되었기 때문으

로 생각 된다 (참조 Fig. 3.5-28). Pt 극에 압이 가해지는 경우 Sn이 Pt 표면

에서 내부로 고체 확산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서도 언 이 되고 있

다 [5,24-26]. 많은 양의 Sn이 표면이 존재하는 Sn- 착 Pt 극을 사용한 Fig. 

3.5-26(B)에는 Fig. 3.5-26(A)와는 다르게 압이 가해지는 시간에 따른 질산염 

환원 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시간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표면의 Sn이 Pt 내부로 확산되어 표면에 존재하는 Sn이 

감소되면서 Pt 표면의 Sn 양이 매로 작용하기에 한 비율로 조 되었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Pt-modified Pt 극에서 Sn의 불안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해서는 Pt-modified Pt 극의 해 반응 후의 극 표면  내부의 재료 특

성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3.5-27에는 Sn-흡착 Pt 극과 Sn- 착 Pt 극을 0.05M 질산염 이온 용

액에서 2시간 동안 여러 환원 압 인가하기 과 후의 XPS 결과가 나타나 있다. 

Sn 3d5/2 피크는 485 eV에서 나타나고 Sn의 3d5/2 피크와 3d3/2 피크의 차이는 

8.41eV 나며, Sn oxide와 같이 Sn의 산화 상태가 0 보다 큰 경우 Sn 3d5/2 피크

는 486～487eV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 기 Sn-흡착 Pt 극과 

Sn- 착 Pt 극은 표면에서는 Sn0 3d5/2를 보이는 485 eV의 피크는 없고 오직 

산화상태가 0보다 높은 Sn을 나타나내는 487 eV 에서의 피크만 존재함을 보이나 

극에 가해지는 음 압이 커질수록 487 eV에서 보이던 피크가 485eV 쪽으로 이

동하며 처음에는 없던 Sn0을 나타내는 485eV에서 피크가 차 발달되어 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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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E. Lamy-Pitara 등은 Pt에 Sn이 흡착될 때 Pt의 상태에 따라 흡착되

는 Sn의 산화 상태가 0～+4가 다양한 상태로 존재하며 [24], Sobkowski 등은 Sn 

이온이 +0.24～0.16VSSE에서 착되는 경우 Sn(+2) hydroxyl complex 형태로 존

재한다고 하 다 [31]. 따라서 기 Sn-modified Pt 극에서 보이는 기 3d5/2 

피크는 0가 상태의 Sn이 아닌 산화가 상태가 0보다 높은 Sn hydroxide에 의한 것

으로 생각되며, 이 극에 Sn hydroxide가 환원될 수 있는 음 압이 가해짐에 따

라 Sn hydroxide는 차 속 Sn으로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Fig. 2.5-27(A)에

서 2시간 동안 0.3V 압이 가해진 Sn-흡착 Pt 극에서는 Fig. 3.5-25에서 설명

한 것처럼 Pt 표면의 Sn hydroxide가 Sn으로 충분히 환원되지 못하고 용액으로 

용해되어 Sn 3d5/2 피크가 거의 없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Fig. 

3.5-25과 Fig. 3.5-26의 결과와 같이 놓고 생각할 때 Sn-modified Pt 극에 존

재하는 Sn hydroxide가 Sn으로 환원될 수 있는 충분한 압이 가해지지 않는 경

우는 표면의 Sn은 차 용해되어 없어지고, 충분한 환원 압이 가해지는 경우는 

Pt 표면에 지속 으로 남아 질산염 이온에 한 극 매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제작된 Sn-modified Pt 극 표면에는 Sn이 Sn hydroxide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Fig. 3.5-20과 Fig. 3.5-21에서 산 용액 속에 방치되

는 것에 의해서 Sn-흡착 Pt 극의 극 활성 감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즉, 

OH- 기를 가지는 속 hydroxide는 산 용액에서 쉽게 속 이온으로 용해되기 때

문에 Sn-modified Pt 극이 산 용액과의 은 Pt 극 표면에서 Sn의 매 특

성을 쉽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Fig. 3.5-28에는 Sn-흡착 Pt 극과 Sn- 착 Pt 극을 0.05M 질산염 이온 용

액에서 2시간 동안 여러 환원 압을 걸어  후 Pt 내부에 존재하는 Sn과 Pt의 원

자 농도 분포 비율이 나타나 있다. Fig. 3.5-28(A)의 Sn-흡착 Pt 극에 비하여 

Pt 극 표면에 보다 많은 양의 Sn이 존재하는 Fig. 3.5-28(B)의 Sn- 착 Pt 

극에서는 많은 양의 Sn이 Pt 극 내부로 이동하 음을 볼 수 있다. Sn-modified 

극에 압을 가할 시 Pt 내부에 존재하게 되는 Sn되는 사실은 Sn의 Pt 내부로

의 고체 확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체 으로 Sn-modified Pt 극에 높은 음 

압이 걸릴수록 내부로의 Sn 농도 분포가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Sn의 Pt 

내부로의 고체 확산은 극에 걸리는 음 압에 비례하는 것을 의미한다. Sn-흡착 

Pt 극에 EoSn(OH)2/Sn0보다 양 인 -0.3VSSE 압이 걸리는 경우 내부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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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분포가 기 Sn-흡착 Pt 극의 내부 Sn 농도 분포와 차이가 없이 거의 Pt 

내부에 Sn이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Sn- 착 Pt 극에서는 극의 

제작 기 상태에도 많은 양의 Sn이 Pt 내부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것

은 Pt에 Sn을 착시키기 해 사용된 E
o

Sn(OH)2/Sn
0

보다 음 인 -0.5V 압 

하에서 착과 동시에 내부로 Sn이 고체 확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Fig. 3.5-29에는 해 반응 상태에서 Sn이 Pt 극 내부로 확산이 지속 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를 보기 하여 Pt의 Sn 흡착 후 E
o

Sn(OH)2/Sn
0

보다 높은 -0.5 

V에서 2시간 동안 해 과정을 1번 한 경우와 이들 과정을 5번 반복한 Sn-흡착 

극의 내부 Sn 농도 분포가 나타나 있다. 이때 Pt 내부의 Sn 농도 분포의 분명한 

변화 차이를 보기 하여 Pt 표면에 은 양의 Sn이 존재하도록 Sn 흡착 과정은 

0.2mM의 낮은 농도를 가지는 SnCl2 용액에 Pt를 10분간 담그는 것에 의해 수행

되었다. Pt 표면에 Sn 흡착과 EoSn(OH)2/Sn0보다 낮은 음 압 공  과정이 반복

되면 Pt 내부에 Sn의 농도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5-27과 Fig. 

3.5-28의 결과로부터 Sn-modified 극에 E
o

Sn(OH)2/Sn
0

보다 높은 양의 압이 

가해질 때 극 내부로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고 이보다 낮은 음의 압이 가해질 

때 극 내부로 Sn의 고체 확산이 일어나며 이것은 극에 걸리는 음 압이 클수

록 더 많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한 이들 결과들로부터 Sn-modified Pt 

극에 Sn 이온의 걸리는 음 압은 Pt 표면에 존재하는 Sn의 형태과 Sn의 Pt 내부 

고체 확산에 큰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Sn의 Pt 내부로의 고체 확산

은 Sn hydroxide 형태로는 일어날 수 없고 Sn 속 형태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

로부터 Sn-modified Pt 극에 걸리는 충분한 음 압이 Sn의 표면의 Sn 

hydroxide를 Sn으로 변화시키면서 Pt 내부로의 확산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Fig. 3.5-27과 Fig. 3.5-28의 결과는 Fig. 3.5-25과 Fig. 3.5-26

의 질산염 이온 용액에서 Sn-modified 극의 극 활성 하 특성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Sn-modified 극이 질산염 이온의 환원을 해 사용될 때 극에 가해

지는 압이 E
o

Sn(OH)2/Sn
0

 보다 높은 경우 Pt 표면의 Sn은 Sn hydroxide 형태

로 존재하여 Sn은 Sn hydroxide가 Sn 이온 상태로 용해되어 없어져 극의 활성

은 차 감소하고 Pt 표면에 Sn의 양이 많이 존재할수록 그 활성 감소 속도는 느

려진다. 그러나 E
o

Sn(OH)2/Sn
0

 보다 낮은 음 압이 가해질 때는 Pt 표면에 Sn 

hydroxide는 용액으로 용해되어 없어지지 않고 Sn 속으로 변환되며 Pt 내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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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확산을 하게 된다. 따라서 Pt 표면에 소량 존재하는 Sn이 Sn-흡착 극과 같

은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극 활성이 감소될 수 있으나, Sn- 착 극과 같

이 Pt 표면에 Sn이 충분한 경우는 고체 확산이 일어나도 표면에 많은 양의 Sn이 

존재하여 극활성이 오래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3.5-30에는 5mM SnCl2 용액에서 -0.5VSSE 압을 10분간 가해 만든 Sn-

착 Pt 극과 10분간 담가 만든 Sn-흡착 Pt 극을 0.05 M 질산염 이온 용액에

서 2시간 동안 E
o

Sn(OH)2/Sn
0

보다 음의 압 는 양의 압을 2시간 가했을 때

의 chronoamperogram이 나타나 있다. 여기서 Sn-흡착 극은 5 mM SnCl2 용액

에 Pt를 10분간 담가 만들었으며 Sn- 착 5mM SnCl2 용액에서 Pt에 -0.5VSSE 

압을 10분간 가해 만들었다. Chronoamperogram의 시간- 류 곡선 변화 결과는 

Fig. 3.5-27～Fig. 3.5-29의 결과를 반 하는 것이다. 즉, chronoamperogram은 

바로 Pt 표면의 Sn의 안정성에 향을 주는 극 표면에 Sn의 직  용해  Sn의 

Pt 내부 고체 확산에 따른 Sn-modified Pt 극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Fig. 3.5-28에서 보듯이 Pt 표면의 Sn의 Pt 내부로 고체 확산은 극에 가해주는 

압에 비례하므로 -1.2 는 -1.1VSSE와 같은 높은 환원 압에서 질산염 이온 

해 반응이 일어날 때 충분한 Sn을 가지는 Sn- 착 Pt 극은 시간이 지나도 

극 표면에 Sn 양을 유지하여 극 활성이 감소되지 않으므로 시간에 따라 거의 일

정한 류를 보이나, 충분한 Sn을 가지는 않은 Sn-흡착 Pt 극에서는 표면의 Sn

이 고체 확산에 의해 어듦으로 극 활성이 감소하여 시간에 따라 류가 감소함

을 볼 수 있다. E
o

Sn(OH)2/Sn
0 

보다 다소 낮은 -0.8 는 -0.7VSSE에서는 극 

표면의 Sn의 고체 확산이 크질 않아 극 표면에서 Sn의 양의 변동이 많지 않으므

로 2시간 동안 Sn- 착 Pt 극과 Sn-흡착 Pt 극 모두 류가 일정하게 나타난

다. E
o

Sn(OH)2/Sn
0

보다 양 인 -0.4 는 -0.3 VSSE가 공 되는 경우에는 

극 표면의 Sn이 용해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므로 충분한 Sn을 가지는 

않은 Sn-흡착 Pt 극은 지속 으로 질산염 이온에 한 극 활성이 감소되고 반

면에 충분한 Sn을 가지는 Sn- 극 Pt 극은 Sn이 용해에 의해 감소되면서 Sn이 

매로 작용하는 최  비율로 바뀜에 따라 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Sn-modified Pt 극은 질산성 질소화합물에 한 극 활

성을 높이나 극 표면에서 Sn의 용해 는 Pt 내부로의 고체 확산에 의해 Sn의 

불안정성이 야기되어 극의 건 성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Pt에 Sn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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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충분히 고체 확산이 일어나게 하여 Pt 표면 근처의 Pt 내부를 Sn으로 포화

시켜 극의 사용 시 발생하는 고체 확산을 방지하고,  해 반응 시 사용되는 

압을 Sn이 용해되는  보다 큰 음 를 사용하면 장시간 Sn-modified Pt 

극의 활성을 잘 유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에 기 하여 

Sn 도 을 -0.65VSSE에서 60분 정도 충분한 Sn-modified Pt 극을 사용하여 

nitrate 해 분해를 수행한 실험을 수행하 고 각 분해 생성물의 거동 변화를 

찰한 실험 결과가 Fig. 3.5-31에 나타나 있다. Nitrate가 환원이 되는 경우 제일 

먼  nitrite로 변환이 되어 NOx, N2, NH2OH, NH4
+

의 여러 가지 질소화합물로 

변화되므로 nitrite는 반응기에 매우 작은 양으로 존재하게 되고 NH2OH도 최종 암

모니아로 변화되므로 NH4
+

 농도가 NH2OH 농도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찰이 

되다. 한 반응 기에는 NOx가 찰이 되나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되고 질소로 

변화가 증가한다. 최종 으로 90분 해 반응 동안 nitrate는 질소 가스로 71.4%, 

암모니아로 16.2%, NH2OH로 변환은 5.6% 변화되어 질소보다 산화 상태가 높은 

화합물로 변환되어 산화 과정을 통해 질소로 변할 수 있는 화합물로는 21.8% 변화

되었다. 이때의 nitrate의 극에서 환원속도는 2.42x10-4mole/hr․cm2로 Table 

3.5-1의 단순한 속 음극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반응 속도가 수십 배 빨라짐을 볼 

수 있어 본 연구에서 Sn을 매로 사용하는 백 극이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3. 암모니아성 질소화합물의 해 분해   

        질산성 질소화합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일부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므로 

질산성 질소화합물을 완 히 분해하기 해서는 생성된 암모니아성 질소화합물을 

분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까지 암모니아에 한 해 반응 특성에 한 연구 

는 다른 질소 화합물에 비하여 상 으로 매우 부족하며, 암모니아의 해 분해 

기구에 해서는 그 복잡성 때문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더욱이 높

은 극 활성  긴 극 수명 특성 때문에 난분해성 폐수 처리에 최근 상업 으로 

활용되고 있는 매성 산화물 극 즉, DSA (Dimensionally Stable Anode) 극

에서 암모니아의 해 반응 특성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는 DSA 극인 이리듐 산화물 극을 사용하여 pH에 따른 암모니아의 극 흡착 

특성, 해 반응, 질소화 분해 반응 속도  반응 생성물의 변화, 용액  염소 이

온의 공존 시 암모니아의 해 분해 반응 향 등이 함께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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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암모니아의 분해 반응 경로가 연구되었다. 한 환경 폐수 의 암

모니아의 환경 무해한 질소화 분해를 한 해 운  조건 특성으로 IrO2 극 이

외에 RuO2  Pt 극에서의 암모니아 분해 특성이 비교 평가되었으며, 해 반응

기에서의 분리막의 존재 유무에 따른 분해 특성, 류 도, 암모니아 농도 등의 변

화에 따른 암모니아 해 분해 특성이 조사되었으며 이후 연속 으로 암모니아를 

분해할 수 있는 해 반응기 시스템 개발 연구가 수행되었다.      

     가.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암모니아의 질소화 분해 기구  분해 속도를 측정하기 하

여 사용된 장치가 Fig. 3.5-32에 나타나 있다. 해반응 시 음극과 양극에서 생성

물의 재산화 는 재환원을 방지하기 하여 2cm x 4cm x 0.2cm의 크기의 분리

막으로 음이온 교환막 (Electrolytica, Inc. A-7001) 는 양이온 교환막 (Nafion 

424)을 사용하 다. 양극으로는 주로 IrO2 극을, 음극으로는 Ti을 사용하며 음극

방과 양극방의 부피가 20mL의 해 반응기를 사용하 으며, 여기에 0.1M Na2SO4

에 0.5M (NH4)2SO4이나 1.0M NH4Cl을 용해시킨 총 75mL의 암모니아 용액이 순

환되도록 하 다. 사용된 IrO2 극 등의 DSA 극은 산으로 에칭된 Ti에 IrO2의 

산화막을 형성시켜 만들었다[14]. 암모니아 용액을 양극방으로만 순환되게 한 해

반응 시에는 암모니아가 암모늄 이온으로 존재하는 pH 1 역에서는 양이온 교환

막을 통하여 음극방 쪽으로 기 동 (migration)에 의해 90분 동안에 약 60% 정

도가 이동하고 암모니아로 존재하는 pH 12 역에서는 막을 통한 확산(diffusion)

에 의해 90분 동안에 약 25% 정도가 이동을 하 다. pH 12에서 해 반응이 없이 

단순 용액을 순환하기만 하여도 양이온 막을 통하여 약 7% 정도의 암모니아가 음

극방으로 이동을 한다. 따라서 양이온 교환막을 사용하는 경우 암모니아의 막 이동 

특성 때문에 양극에서의 해반응 특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어 본 연구의 실험에

서는 하나의 용액조로부터 동일한 용액을 음극방  양극방에 순환시켜 암모니아의 

막 이동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다. 암모니아의 해 분해반응 에 헬륨 

가스로 15분간 해 반응계를 purging하여 질소  산소를 제거시켰다.  

  양극방과 음극방을 나오는 용액과 기체는 분리되어, 기체는 일정한 간격으로 기

체 발생속도가 측정되었으며, 발생 기체 의 질소, 산소  수소의 농도는 기체 크

로마토그라  (GC : Younglin M600D)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NOx는 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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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그리고 용액 의 암모니아  해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여러 음이온  양이온은 이온 크로마토그라   (IC : Dionex ICS 9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암모니아가 암모늄 이온으로 존재하는 pH 역에서 암모늄 이온의 산

화 분해에 여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OH 라디칼의 매성 산화물 극에서 생성 

여부를 확인하기 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OH 라디칼은 수명이 매우 짧고 반응성

이 빠르므로 순간 으로 극 표면에서 생성되는 OH 라디칼을 보다 안정 인 라디

칼로 이 (adducting)하게 하는 spin trapping agent인 DMPO (5,5-dimethyl 

-1-pirroline-N-oxide)와 반응시켰으며, 이를 EPR (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Bruker EMX 10/12)를 통해 DMPO-OH의 ESR 

(Electron Spin Resonance)를 측정하여 생성되는 OH radical의 상  양을 측정

하 다. 한 암모니아의 해 반응 특성을 보기 하여 암모니아의 해 분해에 

사용된 극과 동일한 1cm x 1cm x 0.2cm 크기의 이리듐 산화물 극을 사용하

여 pH 변화에 따른 Voltammogram을 측정하 다.  

  연속식 암모니아 분해를 해서는 음이온 교환막 (Electrolytica, Inc. A-7001)

을 지는 단  해 셀 4조가 층된 구조의 다단 해조를 사용하 다. 이 해조

에 공 되는 음극 용액과 양극 용액은 각 셀의 음극방과 양극방 만을 직렬로 흐르

도록 각 셀의 임에 유로를 형성시켰으며, 이때 음극과 양극에서는 기체가 발생

하므로 각 방에 들어가는 용액은 각 방의 하단에서 주입되어 상단으로 나오도록 설

계되었다. 각 반쪽 셀의 부피는 16.5mL를 가지며 막과 극의 간격은 5mm를 유

지하 다. 양극으로는 6mm x 12mm mesh인 2cm(W) x 4cm(H) x 1mm(T) 크

기의 Madras형 Ti 지지체에 IrO2이 코 된 극을 사용하 으며, 음극으로는 양극

과 동일한 형태의 Madras형 Ti 극을 사용하 다. 해 분해 상이 되는 암모니

아 용액으로는 0.1M Na2SO4에 0.5M (NH4)2SO4이 용해된 용액이나 는 여기에 

NaCl 15g/L가 첨가된 용액을 사용하 으며, 이 용액이 해조에 주입되는 유속은 

5mL/min 이었다. 해조를 나오는 양극과 음극 용액의 pH와 TN이 해 반응 시

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되었으며, 한 해조가 정상상태에 도달되었을 

때 해조를 구성하는 모든 음극방과 양극방의 pH와 TN이 측정되었다. TN은 

Total nitrogen analyzer (Shimaduz, TOC-VCSH/TNM-1)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해 반응기를 나오는 pH는 pH meter로 측정 되었으며, 다단 반응기의 각 

방의 pH는 pH test paper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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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암모니아 질소화합물의 해 분해  

      (1) 암모니아의 해 반응 특성 

          암모니아는 식(4)과 식(5)에서 보듯이 pH에 따라 암모니아 는 암모늄 

이온 (NH4
+

) 형태로 존재하는데 Fig. 3.5-33에서 보는 것처럼 pH 7 이하에서는 

암모늄 이온으로 존재하고 pH 11 이상에서는 암모니아로 존재하게 된다. 

 

  OH  NH   OH  NH 23
-

4 +=++
                           (4)

  100  x 
]/K[HK  1

1  ][NH 
wbb

3 ++
=

                      (5)

여기서 Kb=1.8x10-5, Kw=10-14 이다. 암모니아의 해 산화 기구는 복잡하여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식(6)과 같이 해 조건에 따라 반응 생성물로 질소, 

NOx  산화상태가 가장 높은 질소 화합물인 질산염 이온 (NO3
-

)까지 변환이 가

능하며, 양극에서 질소로의 환원 반응은 식(7)와 같이 3 자 교환 반응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1-4].  

NH4
+

  NH3  NH2OHad  NOHad  NO  NO2
-  NO3

-         (6)  
                                    ↓   N2O  N2   
                                    N2    

              
-

22
-

3 3e  O3H  N
2
1  3OH  NH ++→+

                          (7)

  암모니아가 분해되는 양극에서는 식(8)와 식(9)처럼 산소가 발생하기도 하고 용

액 에 염소이온이 존재할 때 염소가스가 발생한다.

   4e 4H  O  O2H - 
22 ++→ +

                            (8)

-
2

- 2e  Cl  Cl 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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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 가스는 용액 에서 식(10)과 같이 차아염소산(HOCl)으로 변환이 되고, 차

아염소산은 Fig. 3.5-33에서 보는 것처럼 pH에 따라 차아염소산 이온(OCl
-

)으로 

변환된다. 

 Cl H  HOCl OH  Cl -
22 ++→+ +

                        (10)

  차아염소산이나 차아염소산 이온은 산화력이 높아 암모니아를 다음과 같이 질소

로 산화 분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5]. 

   O3H  3HCl  N  3HOCl  2NH 223 ++→+                  (11)

   O2H  2HCl  N  2OCl  2NH 22
-

3 ++→+                  (12)

  암모니아의 분해과정으로부터 생성되는 질산염 이온 는 아질산염 이온(NO2
-

) 

은 식(13)～식(18)처럼 음극의 환원에 의해 질소로 분해되거나 다시 암모니아로 재 

환원 될 수 있다 [32,33].

     4OH  N 1/2  3e O2H  NO -
2

-
2

-
2 +=++                   (13) 

     6OH  N 1/2  5e O3H  NO -
2

-
2

-
3 +=++                  (14)

     9OH   NH  e8 O6H  NO -
3

-
2

-
3 +=++                   (15)

     4OH  N 1/2  3e O2H  NO -
2

-
2

-
2 +=++                   (16)

     7OH   NH  e6 O5H  NO -
3

-
2

-
2 +=++                    (17)

     6OH   ON  e4 O3H  2NO -
2

-
2

-
2 +=++                   (18)

      (2) 암모니아의 해 분해 기구  

          Fig. 3.5-34에는 80mA/cm
2

 류가 공 되는 분리막을 가지는 해 반

응기에서 pH를 7과 12로 조 하면서 암모니아를 분해시키는 실험에서 측정한 용액 

장조의 암모니아, 반응 생성물인 NO3
-

, NO2
-

의 농도 변화  양극방과 음극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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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성되는 질소 발생속도가 나타나 있다. Fig. 3.5-33에서 보듯이 암모니아로 존

재하는 pH 12인 경우 양극방에서의 질소 가스 발생 속도는 해 반응 후 약 30분

에서 최고를 보이다 암모니아의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한 90분 동안에 발생된 질소 총량으로부터 계산된 용액 의 암모니아

의 분해율은 약 36% 임을 알 수 있었다. 용액 장조에서는 매우 은 양이지만 

암모니아의 해 반응 생성물로부터 생성되는 NO3
-는 차 농도가 증가하고 NO2

‐

는 30～40분 정도에서 최고 을 보이다 차 감소하 다. 용액 에 암모니아의 반

응 부생성물로 일단 NO3
-

  NO2
- 

이온이 형성되면, 식(1)～식(7)의 해 환원반

응에 의해 이들이 다시 분해되어 음극방에서도 질소가 지만 일부 발생하여 40～

50분 정도에서 최고 을 보이다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것은 산화 상태가 

가장 낮은 암모니아가 해 반응에 의해 식(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질소로 분해되

는 경로 이외에 산화 상태가 가장 높은 NO3
-까지 변환될 수 있는 경로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NOx는 음극방  양극방에서 모두 1ppm 미만의 무시할 정도 발

생되었다. Fig. 3.5-34에서 보는 것처럼 암모늄 이온 (NH4
+

)으로 존재하는 pH 7인 

경우 양극방에서 나오는 질소의 양은 pH 12에 비하여 크게 어듦을 볼 수 있어 

90분 동안 양극방에서 발생된 질소 총량으로부터 계산된 용액 장조에서 암모니아

의 분해율은 약 7% 정도로서 pH 12의 약 1/5 이하 다. 이 경우 암모늄 이온의 

분해가 pH 12에 비하여 매우 작기 때문에 용액 의 반응 생성물인 NO3
-, NO2

-의 

농도도 더욱 작아짐을 볼 수가 있었다. 

  Fig. 3.5-35에는 해 반응 90분 후, IC 분석에 의한 용액 의 암모니아 농도 

제거율과 GC 분석에 의한  총 질소 발생량 측정으로부터 계산된 용액 의 암모니

아의 질소로의 분해율이 pH 변화에 따라 나타나 있다. pH 7 이하까지는 IC에 의

한 암모니아 제거율과 GC에 의해 암모니아의 질소로의 분해율은 비슷한 3～7% 값

을 보이지만, pH 9 이상부터는 IC에 의한 용액 의 암모니아 제거율과 GC에 의해 

측정된 용액  암모니아 분해율 모두가 격히 증가하며 그 차이도 커지고, pH 

11부터는 용액 의 암모니아 제거율이나 질소로의 분해율이 모두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pH 12에서는 용액 장조에서의 암모니아 농도 제거율은 약 46% 정도이

고, 용액 의 암모니아의 질소로의 분해율은 약 36%로서 용액  암모니아 감소율

과 약 10%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Fig. 3.5-33에서 보듯이 pH 9 이상에서 

용액 에 암모늄 이온이 암모니아로 변환이 되어 쉽게 기 으로 탈기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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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IC에 의한 용액 의 암모니아 분석 시 보다 많은 암모니아가 제거된 것으로 보

이기 때문이다. 실제 암모니아가 분해되지 않는 경우 해조에서 air bubbling에 

의한 암모니아의 탈기는 pH 12에서 약 9～11% 정도이고 pH 7에서는 암모니아가 

암모늄 이온으로 존재하여 탈기가 일어나지 않음을 실험 으로 확인하 다. Fig. 

3.5-35의 pH에 따른 암모니아의 분해율의 변화가 Fig. 3.5-33의 용액 의 pH에 

따른 암모니아‐암모늄 이온의 몰 분율 변화와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는데 이 사

실로부터 용액 의 암모니아의 해 분해는 pH에 따른 암모니아 존재 형태에 따라 

분해 기구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해 분해율도 달라질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용액 의 암모니아 해 분해 특성을 보기 하여 pH에 따른 Voltammogram

이 측정되었고 그 결과가 Fig. 3.5-36에 나타나 있다. 암모니아로 존재하는 pH 12

인 경우 0.1～0.4V에서 작은 피크가 먼  나타나고 0.7V 이후 격한 류의 증가

가 일어나지만, 암모늄 이온으로 존재하는 pH 7과 pH 5에서는 암모니아가 존재하

는 않는 Background 용액에서와 같이 0.1～0.4V에서 흡착 피크는 없고 1.1V부터 

산소 발생에 의한 류가 격히 증가하는 거동을 보 다. pH 12에서 0.1～0.4V 

역의 피크는 암모니아 흡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의 격한 류는 식(4)

의 암모니아의 질소화 반응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pH 12 용액에서 암모니

아의 흡착이 일어나는 이후의 와 산소가 발생되는  사이의 정 압 해 

실험 시 양극에서는 질소만이 발생됨을 실험 으로 확인하 다. 백  극을 사용

한 암모니아의 해 반응 시 질소로의 분해에 식(19)과 같이 극에 먼  해 흡

착되어 Fig. 3.5-36에서 보는 것같이 0.5V 부근에서 피크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므로, 본 연구의 IrO2 극에서도 암모니아의 해 분해가 일어나기 에 

동일한 해 흡착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e  OH  NH-M  NH   OH-M -
223

- ++=+                        (19)

 여기서 M은 극 표면의 흡착 사이트를 의미한다. pH 9에서는 Fig. 3.5-33와 

Fig. 3.5-35에서 보듯이 용액 에 암모니아와 암모늄 이온이 공존하므로 암모늄 

흡착 피크와 질소 발생 류도 pH 12와 pH 7의 간 정도로 나타난다. pH 12에

서 0.7V 이후의 류가 암모니아의 질소로의 분해 반응임을 확인하기 하여, pH 

7과 pH 12 상태의 암모니아를 포함하는 용액과 암모니아를 포함하지 않는 용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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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mA/cm
2

의 류가 공 되는 해 반응 시 양극방에서 발생하는 가스 변화를 분

석하여 보았고, 그 결과가 Fig. 3.5-37에 나타나 있다. pH 12의 암모니아가 없는 

용액의 경우 산소만 약 1.0x10-3mole/min 속도로 발생되나, 암모니아가 존재하는 

경우 반응 기 질소는 약 3.7x10
-4

mole/min 정도로 발생되며 산소는 거의 발생하

지 않다가, 암모니아 농도가 감소하면서 질소 발생은 서서히 감소하고 산소 발생은 

차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암모니아 농도가 높은 반응 기에는 극 표면

에 암모니아만이 경쟁 으로 선택  흡착되어 직  극 반응에 의해 질소로 분해

되며 수 의 OH
-

 이온은 먼  흡착된 암모니아 때문에 극 표면에 흡착되질 않아 

거의 산소가 발생되지 않다가, 암모니아 농도가 감소하면서 차 산소 발생을 한 

OH
- 

이온의 흡착이 늘어나면서 산소와 질소가 같이 발생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암모늄 이온이 존재하는 pH 7의 경우, 산소 발생은 pH 12의 암모니아가 없는 용

액, 즉 background 용액에서의 산소 발생과 거의 같은 정도로 일어나지만, 질소 

발생은 pH 12 용액에서 암모니아 해 분해 시의 약 1/5 정도로 작게 발생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성이나 산성 분 기에서는 암모늄 이온은 

극에 흡착되지 않고 신 OH- 이온만이 극 표면에 흡착되어 산소가 발생하는 것

으로 생각되지만, 극에 암모늄 이온의 흡착이 일어나지 않는 pH 7 조건에서 질

소가 발생되는 이유는 암모늄 이온이 직  극 반응에 의해 분해되는 것이 아닌 

다른 분해 과정을 통해 질소로 분해가 되는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반 으로 산화물 극에서 산소가 발생하기 해서는 먼  물로부터 OH
-

이온

이 극 표면에 흡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극 표면에서 OH
- 

이온의 흡착

이 일어나면 산소가 발생되는  역에서 높은 산화력을 가지는 OH 라디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3.5-36와 Fig. 3.5-37의 결과로부터 알카리 

분 기의 암모니아는 선택 으로 극에 흡착되어 해 반응에 의해 부분 질소로 

분해되고, 이때 극은 경쟁 으로 먼  흡착된 암모니아에 덮여져 산소를 발생시

키기 한 OH
-

의 흡착이 일어나지 않아 OH 라디칼에 의한 암모니아의 분해는 없

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pH 7은 극 표면에 암모늄 이온이 흡착되지 않고 

OH- 이온만이 흡착되어 충분한 산소가 발생되는 조건이므로 이런 조건 상태에 있

는 매성 산화물 극 표면에서는 OH 라디칼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pH 7의 

해 과정에서 측정되는 질소는 극에서 직  암모늄 이온의 분해에 의한 것이 아

닌, 산소 발생 에서 OH- 이온 흡착에 의해 생성된 OH 라디칼 공격에 의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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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늄 이온의 산화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하여 pH 7과 pH 12 

용액의 잠겨있는 80mA/cm
2

이 공 되는 이리듐 산화물 극 표면에서 OH 라디칼

의 검출 실험을 수행하 다. 해 반응 에 해 용액을 DMPO와 순간 으로 

 시켜 OH 라디칼이 DMPO에 spin trap되게 한 용액의 ESR이 측정된 결과가 

Fig. 3.5-38에 나타나 있다. pH 7에서는 DMPO-OH adduct ESR의 형 인 

1:2:2:1 비율을 갖는 피크 스펙트럼을 보여 주는데, 피크의 상  크기는 생성된 

OH 라디칼의 상  양을 말한다. 반면에 pH 12에서의 스펙트럼은 OH 라디칼을 

보이는 스펙트럼과는 다르게 해반응이 없는 경우의 DMPO-NH3 adduct 스펙트

럼과 동일한 패턴을 보일 뿐이다. 이러한 지 까지의 결과로부터 pH 7에서 암모늄 

이온은 직  극 반응에 의해 질소로 분해되는 것이 아닌 산소가 발생되는 조건에

서 생성되는 OH 라디칼에 의한 산화에 의해 질소로 분해된다고 말할 수 있다.

  Fig. 3.5-39에는 0.5M (NH4)2SO4에 7g/L NaCl을 갖는 pH 12와 pH 7 용액의 

해 분해 시 용액 장조에서 암모니아, 반응 생성물인 NO3
-

, NO2
-

,
 

OCl
-

의 농도 

변화와 양극방과 음극방에서 생성되는 질소 발생속도가 함께 나타나 있다. Cl
-

이온

이 존재하더라도 NO3
-와 NO2

-는 Cl- 이온이 없는 경우와 같이 매우 은 양이 생

성되고, Cl
-

 이온으로부터 생성되는 차아염소산 이온의 농도는 시간에 따라 차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pH 7의 경우가 pH 12의 보다 차아염소산 이온이 더 많이 

생성됨을 볼 수 있다. Cl- 이온이 존재하는 pH 12의 암모니아 용액에서 질소 발생 

속도는 Fig. 3.5-34의 Cl
- 

이온이 없는 경우와는 다르게 반응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해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용액 의 암모니아 농도가 감소하여 극 반응에 의한 질소화 분해 속도는 

감소하더라도 반응 시간에 따라 증가되는 차아염소산 이온에 의한 암모니아 산화에 

의해 암모니아의 분해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pH 12의 경우 NOx는 

음극방  양극방에서 모두 1 ppm 미만의 무시할 정도로 발생되었으나, pH 7에서

는 양극방에서 약 7,000 ppm 정도의 많은 양의 NOx가 발생함을 볼 수 있었다. 

  Fig. 3.5-40에는 Cl
- 

이온의 존재가 암모니아의 분해반응에 미치는 향을 보기 

해 pH 12와 pH 7의 1.0M NH4Cl 용액에 한 Voltammogram 측정 결과가 나

타나 있다. Cl
-

 이온은 OH
-

 이온과 암모니아의 극 흡착에 다소 향을 주는 것

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Fig. 3.5-37에서 보는 것처럼 암모니아가 없

는 pH 12의 Cl- 이온 용액에서는 background에 비하여 산소 발생 속도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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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39. Changes of concentrations of NH3, NO3
-

, NO2
-

, OCl
-

and 

evolution rates of N2 in anodic and cathodic chambers of a 

divided electrolytic cell of Ti-IrO2 with 7g/L NaCl at pH 7 

and pH 12 with electrolysi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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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40. Voltammograms of 1.0M NH4Cl in 0.1M Na2SO4 at IrO2 

electrode at pH 12 and p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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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산소 발생을 한 OH
- 

이온의 극 표면 흡착 시, 

Cl
-

 이온과 OH
- 

이온이 극 흡착 경쟁을 하여 극 표면이 OH
- 

이온
 

이외에 Cl
-

 

이온에 의해 일부 흡착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암모니아가 없는 용액에서 Cl- 

이온의 염소화 류는 pH 12에서 보다 pH 7에서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로부터 Fig. 3.5-39에서 pH 7에서 차아염소산 이온의 생성 농도가 pH 

12에서 보다 더 커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즉, pH 7에서는 pH 12에서 보다 

더 큰 염소 이온의 해 반응이 일어나 염소가 더 많이 생성되어 식(25) 따라 더 

많은 차아염소산이 생성됨을 말한다.       

  지 까지의 결과로부터 암모니아의 해 분해는 용액 조건에 따라 분해 기구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생성되는 생성물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액 에서 

질소화합물이 암모니아로 존재하는 경우는 직 인 극 흡착을 거쳐 부분 질소

로 분해되며, 암모늄 이온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산소가 발생되는 역에서 OH 라

디칼에 의해 간  산화되어 일부가 질소로 분해된다. 해용액 에 Cl
-

 이온이 존

재하는 경우, 염소로부터 생성되는 차아염소산 이온에 의해 산화에 의해 질소화 분

해가 크게 증진되며 이때 암모늄 이온은 질소뿐만 아니라 NOx로도 분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암모니아의 환율과 분해 경로와 이에 따른 상  분해 생성

물 양은 Fig. 3.5-41과 Table 3.5-3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암모니아성 질소화합물을 해 분해하기 해서는 해액을 가능한 한 암모니아로 

존재하는 알카리 분 기로 조 하고, 염소 이온의 첨가를 통한 해 분해 효율을 

보다 증진시키는 방법이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표  매성 산화물 극인 RuO2 극은 IrO2 극에 비하여 극 활성은 좋

지만 산성 용액에서 극 수명이 IrO2에 비하여 크게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Pt 

극은 일반 으로 해 분해 특성을 평가하기 한 기 극으로 많이 사용되므

로, 암모니아 해 분해에 한 이들 극 특성을 비교 검토하 다. 

  Fig. 3.5-42에는 류 도가 80mA/cm
2

이며 양극으로 IrO2, RuO2, Pt 극을 

사용하며 분리막을 가지는 해 반응기에서 pH가 각각 7과 12인 0.5M (NH4)2SO4

와 1.0M NH4Cl 용액을 90분간 해 반응을 시킨 후 발생되는 총 질소량 측정에 

의한 암모니아 분해율 결과가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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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3. Decomposition ways of ammonia and their relative conversion 

yields to several nitrogen compounds by electrolysis. 

pH Decomposition way Conversion yields to nitrogen compounds (%)

12

Direct oxidation at

electrode

N2 at anode 33.7%

N2 at cathode 2.37%

NOx negligible

NO3
-

0.9%

NO2
- 0.2%

Direct oxidation at 

electrode + indirect 

oxidation by HOCl

N2 at anode 62.5%

N2 at cathode 0.5%

NOx negligible

NO3
-

0.6%

NO2
-

0.1%

7

Indirect oxidation by 

OH radical

N2 at anode 6.8%

N2 at cathode 0.4%

NOx negligible

NO3
- -

NO2
-

0.2%

Indirect oxidation by

 OH radical+ indirect

 oxidation by HOCl

N2 at anode 16.7%

N2 at cathode 0.5%

NOx 5.4%

NO3
- 0.3%

NO2
- negligible

  염소 이온이 없는 경우 pH 12에서 RuO2 극의 암모니아 분해율은 IrO2 극의 

37%보다 다소 높은 42%을 보이며 Pt 극은 22%로 RuO2 극의 약 52% 정도

의 효율을 보인다. 염소 이온을 갖는 암모니아 용액에서는 RuO2, IrO2, Pt 극의 

암모니아 분해율이 각각 68%, 64%, 57%로 RuO2 극이 다른 극에 비하여 분

해율이 좋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이것은 암모니아가 직  극 반응에 의해 분

해되는 것이 아닌 극에서 염소 이온에 의해 생성되는 차아염소산에 의한 암모니

아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염소 이온의 존재 여부의 향에 비하면 

극의 차이는 암모니아 분해에 큰 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Fig. 3.5-43에는 류 도에 따른 IrO2 양극 해 반응기에서 90분 반응 동안   

IC 분석에 의한 암모니아 농도 제거율과 GC에 의한 총 질소 발생량 측정으로부터 

계산된 암모니아의 질소 분해율이 나타나 있다. 암모니아의 질소로의 분해는 류 

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 류 도가 80mA/cm2 이상에서는 격히 떨어짐

을 볼 수 있다. 일정한 류 도 이상에서 암모니아의 분해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극에 공 되는 류 도가 증가함에 따라 극에 가해는 가 변하고 이에 따



- 389 -

20 40 60 80 100 120 140
0

10

20

30

40

50

60

70

80

Divided cell
90 min electrolysis

IrO2 anode
pH 12

R
em

ov
al

 o
f N

H
3 o

r C
on

ve
rs

io
n 

to
 N

2 (%
)

 

Current density (mA/cm2)

Removal of NH3 

Conversion of NH3 to N2

Fig. 3.5-43. Removal yields of NH3 and conversion yields of NH3 to N2 by 

IrO2 anode of a cell with membrane with a change of current 

density. 



- 390 -

라 이  에서는 암모니아의 흡착만 일어나던 극에 OH
- 

이온이 암모니아보다 

더 선택 으로 흡착되기 시작하여 암모니아의 극 흡착이 방해를 받아 암모니아의 

질소화 해 반응이 하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게 암모니아의 흡착이 방해

를 받는 경우는 암모니아의 질소화 반응이 하되므로 질소보다는 산소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암모니아의 해 분해 시 과도한 류 

공 은 오히려 암모니아 분해 반응을 방해하여 류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말 할 수 

있겠다. Fig. 3.5-43에서 IC 분석에 의한 암모니아 제거율은 류 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공  류 도가 증가함에 앞서 언 한 

것처럼 따라 산소의 발생이 증가되어 반응기의 용액이 발생 기체에 의해 격렬히 교

반되면서 용액 의 암모니아의 탈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다. 따라서 

실제 암모니아의 질소로의 분해를 측정하지 않고 단순히 용액에서만 암모니아 농도

나 TN (Total Nitrogen)의 측정에 의한 암모니아 분해 평가는 큰 오류를 발생시

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5-44에는 암모니아 해 분해 시 암모니아 분해를 증진시키는 염소 이온 

농도의 향을 보기 하여 용액  염소 이온 농도 변화에 따른 암모니아의 질소

로의 분해율 결과가 나타나 있다. 염소 이온 농도가 증가하면 차아염소산의 발생 

증가에 따른 암모니아의 분해가 증가되나 염소 이온 농도가 10g/L 이상에서는 그 

분해율의 증가가 크게 둔화된다. 이것은 앞서 언 한 것처럼 염소 이온이 염소로 

변화되기 하여 흡착이 선행되는데 극 표면에서 암모니아나 수산기와 흡착 경쟁

을 하게 되므로 염소 이온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이들 이온이 모두 염소로 되어 차

아염소산으로 변환되지 않고 과잉으로 용액 에 남게 됨을 의미한다.   

      (3) pH-self 조  개념의  암모니아 해 분해 시스템 

          양극방과 음극방을 분리하는 이온교환막을 사용하는 경우가 분리막을 사

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양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음극에서 재 환원이 방지되

어 암모니아의 해 분해 효율이 높다. 그러나 분리막이 사용되는 경우 양극에서 

부 반응으로 일어나는 물의 해 반응에 따른 양극방의 pH가 변화되어 해  방

법에 의한 암모니아의 분해가 크게 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한 특성은 거의 

밝 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에서는 이  의 연구결과에 기 하여 분리

막을 가지는 경우 음극방과 양극방의 pH 변화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 고, 이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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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막을 가지는 층 셀 (Stacked cell) 구조의 해조에서 암모니아의 연속식 해 

분해 특성과 이에 따른 각 셀에서의 pH 변화 특성을 평가하 고, 이들 결과를 이

용하여 해 분해 상 암모니아 용액의 pH를 자동 조 하는 기능을 가지는 새로

운 개념의 연속식 암모니아 질소화 분해 공정을 제시하고 이에 한 암모니아의 분

해 효율을 평가하 다.  

       (가) 암모니아 산화 반응에 의한 해 반응기의 pH 변화

            음극방과 양극방을 분리하는 이온교환막을 사용하는 해 반응기에서

는 양극에서 생성되는 반응 생성물이 음극에서의 재 환원이 방지되어 분리막이 없

는 반응기에서 보다 암모니아 분해 효율이 증 되며, 알카리 분 기의 비 이온성 

암모니아는 양극 표면 흡착된 후 직  극 반응에 의해 쉽게 질소로 분해되지만, 

성이나 산성 분 기의 암모늄 이온은 극에서의 직 산화는 일어나지 않고 극 

표면에서 발생되는 OH radical에 의한 간  산화에 의해 질소 는 다른 질소화합

물로 분해가 일어나고 그 분해율은 알카리 분 기에서 질소로의 분해율 보다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항에서 밝 졌다. 그러나 분리막을 사용하는 경우 양극과 음극

에서 산소와 수소가 발생하는 물 분해 반응에 의해 양극방은 pH가 낮아지고 음극

방은 pH가 높아지므로, 암모니아의 해 반응 시 양극방의 인 인 pH 조 이 없

으면 용액의 반응기 체류 시간에 따라 pH가 차 낮아져 암모니아의 질소로의 분

해는 크게 감소된다. 일반 으로 양극과 음극에서 물의 해 반응은 pH에 따라 그 

반응이 변화되는데 산성 분 기에서 양극과 음극에서의 해반응은 식(20)과 식

(21)으로, 알카리 분 기에서는 식(22)과 식(23)으로 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성 분 기 양극 :      4e   4H    O   O2H -
22 ++→ +

                (20)

산성 분 기 음극 :    H  2e  2H 2
- →++

                           (21)

알카리 분 기 양극 :   4e   O2H    O   4OH -
22

- ++→                 (22)

 알카리 분 기 음극: 
-

2
-

2 2OH  H  2e  O2H +→+                    (23)

   반응식에서 알 수 있듯이 해 반응 상 용액의 pH에 따라 음극과 양극에서

의 물의 분해 반응 경로는 달라져 음극 방과 양극 방의 pH는 크게 변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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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 반응 구분은 극이 하는 해 용액이 어떠한 물질

을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암모니아 해액의 경우 어떠한 pH에

서 식(20)과 식(21) 는 식(22)과 식(23)의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해서는 지 까

지 거의 알려지지 않는 상태이다. 암모니아의 분해가 산성 분 기 보다 알카리 분

기에서 효과 이라고 밝 진 이상 암모니아 해 분해를 한 반응기 내에서 정

확한 pH 거동을 알 수 있다면 암모니아를 효과 으로 분해할 수 있는 운  조건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80mA/cm
2

의 류가 공 되는 음이온 교

환막을 가지는 반응기에 여러 기 pH를 가지는 암모니아 용액이 양극방과 음극방

을 순환될 때 각 해 방에서 시간에 따른 pH 변화를 측정하여 보았고, 그 결과가 

Fig. 3.5-45에 나타나있다. Fig. 3.5-45(A)에서는 양극방의 기 pH 9 이상인 경

우, 기 pH에 따라 어느 일정한 시간까지는 pH가 큰 변화가 없이 서서히 감소하

다가 pH 8에 도달하면 기 pH에 계없이 pH 3 이하로 격히 감소하고 이후 

pH 1 이하로 서서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극 방에서 기 알카리 

용액의 pH에 따른 반응  용액의 pH 변화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pH 8 

이상의 알카리 분 기의 암모니아 용액에서는 지 까지 논문에서 알려진 것처럼 식

(7)로 알려진 암모니아 해 분해를 해 극 표면에 식(19)의 암모니아의 선택  

흡착 과정이 먼  일어나 식(22)의 물 분해를 한 수산기 이온(OH
-

)의 흡착이 방

해되어 암모니아의 양극 반응 산화 산소의 발생은 고 따라서 용액 의 OH- 소

모량도 작은 상태가 되나, 반응시간에 따라 암모니아의 농도가 감소되면서 극 표

면에 OH
-

흡착은 증가하게 되어 식(22)에 의한 산소 발생이 증가되면서 용액  

OH-의 소모 속도가 차 증가된다. 용액 의 OH- 소모가 일어나면 해 용액은 

식(24)과 같은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 (Self-ionization reaction of water)을 만

족시키기 해 물의 해리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H
+

 농도는 증가하게 되어 pH는 서

서히 감소하게 된다. 용액의 pH가 감소하다 8에 도달하면 양극에서의 반응이 식

(22)에서 식(20)로 바 면서 양극으로부터 수소 이온이 생성되어 pH는 격히 감

소하게 되다 pH 2 이하에서는 pH가 낮아지기 하여 용액 에 보다 많은 H
+

이 

필요하게 되므로 pH는 반응 시간에 따라 다시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H2O= H
+

 + OH
-

   Kw = [H
+

][OH
-

]= 10
-1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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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5. pH changes in anodic and cathodic chambers of a divided cell 

with an anion exchange membrane with electrolytic time at 

different initial pH of ammonia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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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음극방에서는 Fig. 3.5-45(B)에서 보듯이 양극방에서의 상과 유사하게 

기 pH에 따라 어느 일정한 시간까지는 pH의 큰 변화 없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pH 약 11 정도에 도달하면 기 pH에 계없이 pH 13까지 격히 증가한 후 서

서히 14로 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음극방에서의 pH 거동은 양극 방에

서의 상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pH 11 이 까지 pH의 완만한 

상승은 음극방에서 식(21)와 같이 용액 의 H+를 소모시키며 수소 발생이 진행됨

에 따라 음극방의 H
+

이
 

감소하게 되고, 이때 해 용액이 식(7)을 만족시키기 한 

물의 해리가 일어나 용액 의 OH
-

농도는 증가하게 되고 pH는 서서히 증가하게 된

다. pH 11에 도달하면 음극에서의 반응이 식(21)에서 식(23)로 환되어 OH-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pH가 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후 pH 13에서는 pH

가 상승하기 하여 용액 의 OH
-

가 많이 필요하게 되므로 pH는 반응 시간에 따

라 다시 서서히 증가하게 된다. Fig. 3.5-45의 결과로부터 암모니아 용액의 해 

반응 시, 양극방에서는 pH 8 이하에서 음극방에서는 pH 11 이상에서 물 분해 경

로가 변화되어 이로부터 발생되는 OH
-

 는 H
+

에 의해 용액의 pH가 크게 변화됨

을 알 수 있고, 암모니아 용액의 기 pH를 조정함에 따라 분리막 반응기의 양극

방에서 암모니아 용액을 일정한 해 반응 시간까지는 암모니아 분해에 효과 인 

알카리 분 기로 충분히 유지 할 수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5-46(A)와 (B)에는 Fig. 3.5-45과 실험 조건은 동일하지만 양이온 교환

막을 사용하는 해 반응기의 양극방과 음극방에서의 해반응 시간에 따른 pH 변

화가 나타나 있다. 음이온 교환막을 사용하는 Fig. 3.5-45과 비교할 때 양이온 교

환막을 사용하는 Fig. 3.5-46의 경우 기 pH 10.5 이하에서는 양극방의 pH가 8 

이하로 떨어지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나 pH 11인 경우에서는 pH 8 이하로 떨어지

는 시간은 뚜렷이 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 한 음극방에서 기 pH 10 이하일 

경우 반응 시간이 120분이 지나도 반응식(23)가 일어나는 조건인 pH 11까지의 상

승이 일어나지 않음을 찰할 수 있다. 이것은 계의 pH가 낮을 때는 양이온 교환

막 반응기에서는 음이온 교환막 반응기에 비하여 상 으로 양극방의 H
+

이 막을 

통한 음극방으로의 이동이 진되어 음극방에서 반응이 식(21)에서 식(23)로 환

이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이고, 계의 pH가 높을 경우 음이온 교환막 반응기에서는 

양이온 교환막 반응기에 비하여 음극방의 OH
-

가 막을 통한 양극방으로 이동이 

진되어 양극방에서 반응이 식(22)에서 식(20)로 환이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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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cation exchange membrane with electrolytic time at 

different initial pH of ammonia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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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분리막의 종류에 따라 암모니아 해 반응 시 용액의 

pH는 크게 변화됨을 알 수 있고, 암모니아의 분해를 한 분리막을 가지는 해 

반응기에서는 암모니아 분해가 일어나는 양극방에서 알카리 분 기를 좀 더 효과

으로 유지하기 하여 양이온 교환막 보다는 음이온 교환막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후의 분리막을 가지는 해반응기에 의한 암모니아 

분해 실험에서는 음이온 교환막 만을 사용하 다.    

       (나) 연속식 self-pH 조  암모니아 해 분해 시스템 

            Fig. 3.5-47에는 음이온 교환막을 가지며 류가 80mA/cm2으로 공

되는 4개의 셀이 직렬로 층된 해 반응기에 기 pH 7과 13인 암모니아 용액

이 해 반응기에 공 될 시, 시간에 따른 반응기 출구에서의 암모니아 용액의 TN

와 pH 변화가 나타나 있으며, 정상상태에서 각 단  셀의 음극방과 양극방에서의 

pH가 표로 함께 나타나 있다. 4개의 단  셀이 층된 해 반응기에서 정상상태

는 약 70～80 분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주입되는 암모니아의 pH가 7인 경

우, 정상상태에서 모든 음극방에서 용액의 pH가 10을 넘지 못하며 양극방에서 pH

는 첫 번째 셀부터 1 이하로 떨어짐을 볼 수 있다. 암모니아의 기 pH가 13인 경

우, 모든 음극방에서 pH가 거의 14까지 증가됨을 보이며, 양극방에서는 각 셀을 거

치며 pH가 서서히 감소하지만 용액이 해 반응기 4번째 셀을 나올 때까지 알카리 

분 기를 유지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층 해 반응기에서 pH 거동은 Fig. 

3.5-45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Fig. 3.5-45에서 설명한 음극과 양극에서 pH

에 따른 물 분해 반응의 변화와 Fig. 3.5-45의 해 반응시간에 응되는 용액의 

체 반응기 체류시간 동안 체 반응기 셀 내에서 공 된 기량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Fig. 3.5-45와 Fig. 3.5-47의 결과로부터 기 암모니아 용액이 높은 pH

를 가진다 하여도 분리막을 가지는 해반응기의 양이온 방에서 어느 일정한 시간

이 지나면 pH는 차 낮아져 pH가 8 이하로 내려갈 수 있고 pH가 일단 8 이하로 

내려가면 암모니아 용액의 pH는 쉽게 pH 1까지 떨어져 암모니아의 효율  질소화 

분해를 해 필요한 조건인 알카리 분 기에서 벗어나 암모니아 분해 속도가 하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암모니아 해 분해를 해 양극방의 수를 단순

히 늘리는 것으로는 암모니아의 분해를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를 확인하기 하여 4개의 셀이 직렬로 층된 다단 해 반응기 3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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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여기에 암모니아 용액을 순차 으로 통과한 실험을 수행하 고 그 결과가 

Fig. 3.5-48에 나타나 있다. 

  Fig. 3.5-48에는 정상상태에서 각 층 해 반응기에서의 암모니아 분해율 

(1-Cs,out/Cs,in)과 각 해 반응기까지의  암모니아 분해율 (1-Cs,out/Cfeed)  

각 음극방과 양극방의 pH 결과가 표로 함께 나타나 있다. 기 pH 13의 암모니아 

용액이 주입되는 1 번째 층 해 반응기에서는 용액이 반응기를 통과하는 체류시

간 동안에 용액의 pH가 10 이상의 알카리 분 기를 유지하여 암모니아의 분해는 

약 20% 정도로 유지되나, 2번째 층 해 반응기 간 셀부터는 양극 방의 해 

반응이 식 (20)으로 환되면서 pH가 격히 감소하여 이후 3차 반응기에서는 pH

는 더욱 떨어져 용액이 산성화 되면서 암모니아 분해 과정이 극 표면에서 생성되

는 OH radical에 의한 간  산화로 환되어 2, 3차 반응기에서의 암모니아의 분

해는 약 7% 정도로 크게 감소됨을 볼 수 있고, 4셀이 층된 3조의 반응기를 통한 

암모니아의 최종 분해율은 약 29% 정도에 밖에 도달하지 못한다. 암모니아 분해를 

증진시키기 하여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까지 용액의 pH를 높이 유지하기 해서

는 기 암모니아 용액의 pH를 매우 높이거나 해 반응 의 변화된 pH를 보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 해 기나 해 반응 에 NaOH 등의 약품을 

첨가하는 것은 2차 폐기물의 양의 증가와 해 암모니아 분해 운 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하여 Fig. 3.5-45에서 Fig. 

3.5-48까지의 결과로부터 암모니아를 효율 으로 분해하기 한 새로운 암모니아 

해 분해 운  개념을 도출하 다. 즉, 암모니아는 질소 화합물  산화가 상태가 

가장 높은 상태로 음극에서는 분해가 되질 않는다는 사실과 음극방에서는 암모니아 

용액을 쉽게 높은 pH까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양극방으로 주입되는 

암모니아 용액의 pH를 해 반응기 내에서 자체 으로 조 할 수 있게 하는 Fig. 

3.5-49과 같은 개념의 해반응기를 고안하 다. 

  이 개념은 해 반응기 앞에 암모니아 용액 pH-조정조를 두고 이 pH-조정조 용

액의 일부를 음극방으로 순환하게 하여 pH가 높아진 음극방 용액과 주입되는 상 

암모니아 용액을 pH-조정조에서 섞이게 하여 해 반응기 양극방으로 주입되는 암

모니아 용액의 pH를 충분히 높이게 하는 것이다. 이때 pH-조정조 용액은 음극방

으로 순환되고  양극방으로 주입되므로 pH-조정조 용액의 pH는 다음 조건을 만

족시키도록 충분히 높아야 한다. 음극방 순환 시에는 식(32) 반응에 의해 음극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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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8. Changes of TN removal and the accumulated TN removal in 

ammonia solutions at three 4-cell stacks in a steady state 

with feeding an ammonia solution of 1 M at initial pH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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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49. A schematic diagram of a electrolyzer for ammonia 

decomposition with a self-pH adjustment. 



- 402 -

통화하는 과정에서 쉽게 OH
-

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양극 방을 통과할 때까

지는 H
+

이 량으로 발생되는 식(20)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극방 주입되는 용

액의 pH가 충분히 높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 pH-조정조로 주입되는 상 암모니

아 용액의 기 pH가 무 낮으면 pH-조정조 용액이 음극방을 순환한다 하여도 

용액이 음극방을 통과하는 해 반응 시간 동안 OH
-

를 발생시키는 식(23)의 반응

에 도달하기 어려우므로 상 암모니아 용액을 Fig. 3.5-45(B)에서 보듯이 pH를 

약 10～11 이상으로 높여 pH-조정조로 주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이 만족

되는 경우 음극방을 순환되는 용액은 쉽게 pH 14 정도까지 높아지고, 상 암모니

아 용액과 섞이는 pH-조정조의 용액은 반응시간에 따라 차 높아져 양극방을 통

과하는 시간 동안에는 양극방에 알카리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pH로 조정될 수 

있다. 기 암모니아 용액의 pH 조 을 해 암모니아 용액에 약품 첨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암모니아 용액을  다른 해 반응기의 음극방만을 통과하게 

암모니아 분해 반응기에 주입 에 pH를 10～11 이상으로 조 하는 해 pH-증

진 단계 (pH-boosting stage)를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과 에서 언 한 

pH-조정조를 가지는 암모니아 해 분해조를 결합하면 상 암모니아 용액에 pH 

조 을 한 어떠한 염이 첨가되지 않으며 체 반응계에서 높은 알카리 분 기를 

유지하면서 암모니아를 분해시킬 수 있는 개념의 연속식 salt-free 암모니아 해 

분해 공정을 Fig. 3.5-50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이때 한 해 반응기의 셀 수는 

용액이 반응기를 통과하기까지 식(20)의 반응에 의한 양극 용액의 pH가 격히 변

화되지 않도록 그 셀 수를 조 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3.5-51에는 해 인 방법으로 암모니아의 pH를 사 에 13으로 조정시킨 

용액을 Fig. 3.5-49의 pH-조정조를 가지며 4개의 셀이 직렬로 층된 해 반응

기에 5mL/min로 주입 시 반응기 출구에서의 해 반응 시간에 따른 암모니아 용

액의 TN 변화와 pH 변화가 나타나 있으며, 이때 정상상태에서 각 단  셀의 음극

방과 양극방에서의 pH가 표로서 함께 나타나 있다. 음극방의 pH는 시간에 지남에 

따라 pH가 차 14까지 도달하며 pH-조정조의 pH는 음극방으로 순환되는 용액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약 13.8 정도를 유지하고, 양극방을 나오는 pH는 처

음에는 떨어지다 pH 조정조의 pH가 상승함에 따라 다시 상승하여 정상상태에서 

최종 반응기를 나올 때 약 12.5를 유지함을 볼 수 있다. 이때 4 개의 양극 방을 

통한 암모니아의 분해율은 약 20% 정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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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50. A schematic diagram of a salt-free electrolytic ammonia 

decompos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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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1. Changes of TN concentrations and pH in ammonia solution at 

the outlet of a 4-cell stack with a self-pH adjuster with 

electrolytic time with feeding an ammonia solution of 1 M at 

pH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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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52는 pH-조정조를 가지는 4개의 셀이 직렬로 층된 다단 해 반응

기 3조를 순차 으로 통과 시켰을 때 정상상태 각 해 반응기에서의 암모니아 분

해율 (1-Cs,out/Cs,in)과 각 해 반응기까지의  암모니아 분해율 (1-Cs,out/Cfeed) 

 각 음극방과 양극방의 pH 결과가 함께 나타나 있다. Fig. 3.5-48의 pH-조정조

가 없는 경우와는 다르게 암모니아 용액이 1, 2, 3번째 모든 층 해 반응기 출

구에서 pH가 10 이상의 높은 알카리 분 기를 유지하여 각 해 반응기에서 암모

니아 분해율은 모두 20% 이상을 유지하고 3조 다단 해 반응기를 통과한 최종 암

모니아 분해율은 거의 60%에 도달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암모니아를 

분해하기 하여 계에 어떠한 염도 첨가하지 않으며 암모니아를 분해시킬 수 있는 

Fig. 3.5-50 연속식 salt-free 암모니아 해 분해 공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항에서 언 한 것처럼  암모니아 분해 시 염소이온의 존재는 양극에

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 이온 등에 의해 암모니아 분해가 증진되므로, 체 반응계

에서 높은 pH를 유지할 수 있는 Fig. 3.5-50과 공정에서 염소이온이 혼합되면 암

모니아 분해는 더욱 증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Fig. 3.5-53에는 Fig. 3.5-52의 실험에 15g/L의 NaCl을 첨가한 후 정상상태에

서 각 해 반응기에서의 암모니아 분해율과  암모니아 분해율  각 음극방과 

양극방의 pH 결과가 나타나 있다. NaCl이 첨가되지 않은 Fig. 3.5-52에서 보다 

각 해조의 암모니아 분해율이 15% 정도씩 증가하여 각 층된 반응기에서 암모

니아 분해율은 약 35% 이상으로 최종 암모니아 분해율은 거의 80% 정도까지 도달

됨을 볼 수 있었고, 이때 GC 분석에 의한 양극방에서 발생 가스 분석을 하면 총 

발생 가스  93% 정도가 N2 가스이며 7% 정도만이 O2인 것으로 찰되었다. 이

상의 결과로부터 암모니아 용액은 Fig. 3.5-50과 같이 자체 pH-조정조를 가지는 

연속식 해 공정에 의해 염의 첨가를 최소화하면서 환경에 무해한 질소로 효과

으로 분해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언       

       용액 의 질소성 화합물은 약품을 이용하지 않고 기 화학 이 방법에 의

해 환경에 무해한 질소로 분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질산성 질소화합물은 Sn-modified Pt 극에서 높은 극 활성을 보여 기존의 

Pt 등의 속 극에 비하여 빠르게 질소 가스  암모니아로 변환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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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2. Changes of TN removal and the accumulated TN removal in 

ammonia solution at three 4-cell stacks with self-pH 

adjusters in a steady state with feeding ammonia solutions of 

1 M at pH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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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3. Changes of TN removal and the accumulated TN removal in 

ammonia solution at three 4-cell stacks with self-pH 

adjusters in a steady state with feeding ammonia solutions of 

1M with and without chloride ions at pH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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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극을 경제 으로 사용하기 하여 platinized-Ti 극은 최  도  시간을 통

하여 효과 으로 제작될 수 있었으며, platinized-Ti 극의 해 세정 과정에서 

변화되는 류는 극에 가해지는 압에 의한 극의 표면 morphology 변화에 

기인되었다. Sn-modified Pt 극은 기존의 UPD의 흡착 방법이 아닌 착 방법

에 의해 제작되고, 극에 가해지는 압이 -0.5VSSE 이상이 되었을 때 극 표면

에서 Sn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질산성 질소 화합물의 해 분해로부터 발생되는 암모니아 분해를 한 해 산

화 시 알카리 도를 유지하는 것이 해 분해 효율을 높일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

서 고안되는 self-pH 조정 기능을 가지는 해 계는 용액의 알카리 도를 높이는데 

효과 이었다. 암모니아 용액에 염소 이온의 첨가는 암모니아 분해 효율을 거의 

90% 정도까지 높일 수 있어, 체 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질소화합물의 해 

산화/환원 분해 기술은 질산성 폐 용액을 salt-free 친환경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 다.         



- 409 -

제 6  악틴족 원소 분리 개발기술의 용성 평가

            HLW (high-level radioactive waste, 통상 2～4M 질산매질) 내 함

유되어 있는 장수명 핵종 (long-lived nuclides)의 특성을 보면 Tc (technetium, 

Tc-99, 반감기=2.13x105년)은 TcO4
-인 Tc(+7)로 존재하고 있는데 반하여, Np 

(neptunium, Np-237, 반감기=2.14x10
6

년)은 질산 농도 2M 이하에서는 주로 +5

가로, 3M 이상에서는 불균등화 (disproportionation) 반응에 의거 +4가/+6가 등이 

공존한다고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Np의 산화가 상태에 따른 추출능은 사용하는 

추출제에 따라 Np(+6), Np(+4)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으나, Np(+5)의 경우는 어

떠한 추출제를 사용하여도 추출력이 매우 낮아 Np(+6)이나 Np(+4)로 산화/환원시

켜야 한다. 한  Tc과 Np은 방사성 독성이 크고 다른 장수명 핵종들 보다 지하에

서의 핵종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우선 으로 분리해야 할 핵종으로 권고되고 있다.

  반면에 Am (americium)  Cm (curium) 등은 주로 +3가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RE (+3가의 Nd, Ce, Eu, Y 등)와 화학  성질이 유사하여 이의 상호분리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HLW 내 Am, Cm과 RE의 몰 농도 비

는 약 1 : 50～60 정도로 부분 RE가 차지하고 있어, 고  페기물의 감화 차

원에서 이의 상호분리가 필요하다 (이때 Am과 Cm의 몰 비는 10:1 정도임). 이외

에도 RE에는 Eu, Sm 등과 같이 성자 흡수 단면 이 크거나, Ce, Nd와 같이 핵

분열 생성량이 큰 핵종들이 함유되어 있어 장수명 핵종을 분리하여 소멸처리 시키

기 해서는 이의 상호 분리가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다. 

  한편 U(uranium)은 핵분열성 물질로 HLW에 무시 못 할 정도의 양이 잔존하고 

있으며, 소멸처리 시 방사성 독성을 증 시켜 HLW의 방사성 독성 감소를 한 소

멸처리 시 선제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질산 매질에서는 거의 모두 UO2
2+인 U(+6)

로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수명 핵종들은 산화가 상태  고유 특성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모

두 함께 분리할 수 없어 개별 으로 분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일

차 으로 Tc, Np, U만을 선택 으로 공추출 (co-extraction)한 후 이를 순차분리 

시키고, 이차로 (Am-Cm)/RE (Rare Earth elements)를 공추출한 후 이를 상호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수행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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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개발 기술의 실증을 해서는 무엇보다도 실 폐액을 상으로 한 실험실  

실증을 통한 개발 기술의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실 폐액에 함유된 

측하지 못한 다양한 핵종에 의한 향, 용액 의 콜로이드 상의 존재나 제3상 

형성 가능성, 용액 에 존재하는 질산염의 농도 차이, 핵종의 이온 형태  산화가 

상태 등의 차이로 상당 부분 매우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실 폐액에 의한 실증 시험 시 가용 실 폐액 양과 실험 장소 그리고 분석 지

원의 한계성 등으로 실 폐액에 근 하는 즉, 실 폐액의  핵종 모두를 표할 수 

있는 다성분 계 (21성분 는 22성분 함유)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각 원소의 함

유 농도 한 실 폐액의 농도와 유사하게 조정한 실 폐액 수 의 방사성 분 기 하

에서 악틴족 원소 분리 개발기술의 용성 평가를 수행하 다. 

   1 .  ( 3 0 % T BP- x % T O A ) / N DD 혼합추 출  계 에  의한  T c ,  N p ,  

U 의 공 추 출   순 차  역추 출

     가. 서  언 

         Tc, Np, U의 분리법으로는 용매추출법, 침 법, 흡착법, 이온교환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1-7], 방사선에 한 안정성이 입증된 TBP 

(tributyl phosphate)에 의한 용매 추출법이 주로 수행되고 있다 [8-14]. 그러나 U

의 농도가 높은 역(약 0.1 M 이상)에서 Tc, Np이 U과 함께 상당량이 공추출되

고, 나머지는 추잔상 (raffinate)에 분배되어 이를 제거하는 즉, U의 정제도를 향상

시키는 차원에서 주로 연구가 수행되었을 뿐, 본 연구 계와 같이 U이 상 으로 

매우 은 양(약 10
-3

M 정도)이 존재하는 경우의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

리고 TBP에 한 추출능은 산화가 +6>+4>>+5 순으로 [9], Np은 +6가로 산화시

키면 Np과 U은 별문제 없이 공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Tc의 경우 2M HNO3, 

30% TBP/NDD(n-dodecane)에서 분배계수가 0.37 (추출율=27%)로 [8,9] 매우 

작아 연속식 추출장치의 단(stage) 수를 무한히 증가시켜도 TBP 단독으로는 99%

의 추출이 불가능한 실정이지만, U이나 Zr (zirconium)이 다량 함유된 상태에서는 

이들과 Tc이 착물을 형성하여 추출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11-13]. 따라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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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P/NDD의 장 인 Np(+6), U(+6)의 추출율을 그 로 유지하면서 Tc의 추출율

을 증진시키는 분리법의 개발이 요구되어 30% TBP/NDD에 소량의 TOA (tri- 

octylamine, [CH3(CH2)7]3N)를 첨가  취  용액의 질산 농도를 낮추는 분리법을 

개발하여 수행하 다 [15].

   본 연구는 실제 다성분 계의 HLW로부터 Tc, Np  미량의 U만을 선택 으로 

산화 공추출시킨 후 이를 순차분리 시키는 분리 기술의 용성을 평가하기 하여 

실 폐액 수 의 21성분 계 모의용액 (Np의 산화제로 0.005M K2Cr2O7 함유)을 

상으로 30% TBP/NDD  (30% TBP-0.5% TOA)/NDD에 의한 Tc, Np, U의 

산화 공추출과 질산 농도 1M에서 Tc, Np, U 등이 공추출된 유기상으로부터 강질

산 용액에 의한 Tc의 역추출, AHA (acetohydroxamic acid, CH3CONHOH)에 의

한 Np의 환원 역추출  약질산에 의한 U의 역추출 등을 각각 규명하 으며, 연속

식 다단 추출장치 운  시 요구되는 조업 조건 등을 고찰하 다. 

     나. 실  험

      (1) 모의용액 제조

          모의 용액은 본 연구의 심 상 핵종인 Tc, Np과 U에다, 산화가 +3

가의 악틴족 원소인 Am과 La (lanthanum), Ce (cerium), Nd (neodymium), Sm 

(samarium), Eu (europium), Y (yttrium) 등의 RE 원소와, 고방열성 핵종인 Cs 

(cesium), Sr (strontium), Ba (barium)  백 족 원소인 Ru (ruthenium), Pd 

(palladium)과, 마지막으로 용매추출 공정 반에서 문제 핵종으로 작용하고 있는 

Mo (molybdenum), Zr, Fe (iron)에 Na (sodium), Ni (nickel) 등의 이원소가 

함유되어 있는 총 21성분 계로 구성하 다. 

  용액 제조 시 사용된 모든 시약 (Mo를 제외하고는 모두 질산염 형태)과 Np의 

산화/환원제로 각각 이용한 K2Cr2O7  AHA, 그리고 U의 역추출제로 사용한 질

산용액은 모두 시약 으로 정제 과정 없이 직  사용하 다. 이들 시약은 U 

(Merck 제품)과 Mo (Junsei 제품)를 제외하고는 모두 Aldrich 제품이다. 그리고 

Tc, Np은 국의 AEA Tech. 에서, Am과 Eu은 미국의 IPL (Isotope Product 

Lab.)에서 2M 질산에 용해되어 있는 Np-237, Tc-99, Am- 241  Eu-152의 방

사성 동 원소를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 다. 

  그러나 (30% TBP-0.5% TOA)/NDD의 경우는 Zr을 첨가 할 시 수용상과 유기



- 412 -

상의 경계면에서 제 3상이 형성되어 Zr을 제외한 20 성분계로 모의 용액을 구성하

다. 모의 용액 내 각 원소의 농도 조성은 Table 3.6.1-1과 같다.  

Table 3.6.1-1. Chemical composition of simulated multi-component HLW 

for the co-separation of Tc, Np and U.

  Simulated HLW, [M] JAERI's HLW [M]

U U 8.28E-03 7.60E-03

TRU

Np-237 1.54E-03 1.50E-03

Pu - 9.50E-04

Am-241 1.21E-05 1.20E-03

Cm-244 - 2.50E-04

RE

La 1.30E-02 1.47E-02

Ce 3.05E-02 3.30E-02

Nd 3.58E-02 4.34E-02

Sm 7.47E-03 8.60E-03

Eu* 1.53E-03 1.90E-03

Y 6.98E-03 8.40E-03

Cs-Sr

Cs 3.20E-02 3.71E-02

Sr 1.52E-02 1.65E-02

Ba 1.82E-02 2.07E-02

Pt

Tc-99 1.48E-02 1.50E-02

Re 1.13E-02 -

Ru 2.20E-02 3.40E-02

Rh - 8.10E-03

Pd 1.37E-02 1.80E-02

TE

Na 6.57E-02 7.60E-02

Ni 5.42E-02 6.00E-02

Fe 3.55E-02 3.80E-02

Zr 2.43E-02 6.90E-02

Mo 3.64E-03 6.90E-02

 * Eu : Eu(1.53x10-3M)와 Eu-152(2.02x10-5M) 를 각각 측정하여 상호비교 

  Table 3.6.1-2는 (30% TBP-x% TOA)/NDD-1M HNO3 계에서 Zr 농도 변화

에 따르는 제 3상 형성 유무를 육안으로 찰한 결과로서 음 이 들어 있는 부분이 

제 3 상이 형성된 역이다. (30% TBP-0.5% TOA)/NDD-1M HNO3 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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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의 농도는 ～10
4

M 이하로 조정되어야 한다. 

Table 3.6.1-2. Formation conditions of the 3rd phase with concentration of 

Zr in (30% TBP-x% TOA)/NDD-1M HNO3 system.

TOA, [%] 0 0.1 0.3 0.5 1

Zr, [M]

1.0E-05 1.0E-05 1.0E-05 1.0E-05 1.0E-05

1.0E-04 1.0E-04 1.0E-04 1.0E-04 1.0E-04

1.0E-03 1.0E-03 1.0E-03 1.0E-03 1.0E-03

1.0E-02 1.0E-02 1.0E-02 1.0E-02 1.0E-02

      (2) 추출용매 제조 

          추출용매는 30% TBP(Junsei, 순도 99.5%)  30% TBP-0.5% TOA 

(Aldrich, 순도 98%)를 희석제인 NDD와 혼합하여 추출 조건에 맞는 질산용액과 

평형상태가 되도록 분액 깔 기에서 진탕하여 선평형(pre-equilibration) 시킨다. 

그런 다음 상 분리하여 유기상 만을 분리 여과지(Whatman, 1PS)로 미량의 수분을 

제거하여 비하 다.

      (3) 실험 방법

          모든 실험은 회분식으로 상온에서 수행하 다. 공추출은 20ml vial에 미

리 제조된 21성분 계( 는 20성분 계) 모의 용액(Np의 산화제로 0.005M K2Cr2O7 

함유)과 추출제인 30% TBP/NDD 는 (30% TBP-0.5% TOA)/NDD를 O/A(유

기상의 부피/수용상의 부피)의 비(ratio)를 1로 고정하여 각각의 실험 조건에 맞추

어 일정량씩 취한다. 

  그리고 선택  역추출은 질산농도 1M에서 30% TBP/NDD  (30% TBP- 

0.5% TOA)/NDD에 의해 추출된 유기상을 상으로 하여, ① Tc의 역추출은 강질

산 용액을, ② Np의 역추출은 환원제인 AHA를, ③ U의 역추출은 약질산 용액을 

각각의 실험 조건에 맞추어 일정량씩 취한다. 그런 다음 이를 온도와 시간조 기가 

부착된 진탕기(dry air bath shaker, 국제과학, model : 36-sin-100)을 이용하여, 

추출  역추출 모두 60분간 진탕하여 완 히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완  

평형에 도달 한 후 유기상과 수용상으로 분리하여 수용상에 존재하는 속이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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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를 분석하여 수행하 다. 이때 유기상에 있는 속이온의 농도는 물질 수지식

에 의해 계산하 다.

      (4) 분 석

          방사성 동 원소인 Np-237, Am-241, Eu-152은 MCA(Multi-Channel 

Analyzer, Model : OXFORD TENNELEC TC 702, HP-Ge detector)에 의해, 

Tc-99는 LSC(Liquid Scintillation analyzer, Packard, Model: 2500TR/AB)를 

이용하여 농도를 분석하 고, Cs을 제외한 기타 원소는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Model : ISA Jobinyvon JY 38 Plus)를 사용하여, 

Cs의 농도는 A.A(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Perkin Elmer, Model 

: 3100)를 이용하여 각각의 농도를 분석하 다. 그리고 수용상 내 질산 농도의 분

석은 0.1N NaOH를 정용액으로 이용하여 자동 정 분석기(model : Metrohm 

716 DMS Titrino)로 각각의 수소 이온(H
+

) 농도를 분석하여 측정하 다. 

  한편 추출율(extraction yield)  역추출율은 유기상  수용상에 존재하고 있는 

각 속 원소의 농도를 분석하여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 다.

    추출율 (%) = 100 x D/(1+D)                                    (1)

역추출율 (%) = 100 - 추출율 (%)                               (2)

  여기서 D는 속원소의 분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로 COrg./CAq. 의 비로 

나타내며 COrg.  CAq.는 각각 유기상  수용상 에서의 속 원소의 농도(mol/L)

이다. 

     다. 실험 결과  고찰

      (1) 공추출

       (가) 질산 추출 

            Fig. 3.6.1-1은 (30% TBP-x% TOA)/NDD 추출 계(system)에서 

수용상 내 질산농도 변화에 따른 유기상에서의 질산 농도로서 기 질산 농도 증가

에 따라서 추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TBP  TOA에 의한 질산 추출이 각각 다

음과 같이 추출되며, [H+] 농도 증가에 따라 질산의 추출이 증가하데 [9.16]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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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concentration of nitric acid,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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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1. Difference of nitric acid concentration of organic phase in 

(30% TBP-x% TOA)/ND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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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은 유기상을 나타내며, TBPf  TOAf는 추출제의 자유 농도(free 

concentration)로 추출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추출제의 농도를 의미한다.

        H
+ 

+ NO3
- 

+ TBPf ⇔ (HNO3)․TBP                          (3)

         H
+ 

+ NO3
- 

+ TOAf ⇔ (HNO3)․TOA                         (4)

  그리고 TOA가 첨가되는 경우가 TBP 단독 보다 추출이 많은데 이는 TOA에 의

한 질산 추출이 고려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수용상 내 질산 농도

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해서는 각각의 추출 계에 맞는 질산과 충분히 선평형 

시켜야 됨을 알 수 있다.

       (나) Tc 추출

            지 까지 알려진 TBP/NDD  (TBP-TOA)/NDD에 의한 Tc의 추

출 반응은 다음과 같다 [8.11,12,16]. 

H
+

 + TcO4
-

 + 3 TBPf ⇔ (HTcO4)․3TBP                          (5)

(HNO3)․TOA + TcO4
-

 ⇔ (HTcO4)․TOA + NO3
-                  

 (6)

UO2(NO3)2․2TBP + TcO4
- ⇔ UO2(TcO4)(NO3)․2TBP + NO3

-      (7)

Zr(NO3)4․2TBP + TcO4
- 
⇔ Zr(TcO4)(NO3)3․2TBP + NO3

-         
(8)

  그러나 본 실험 계와 같은 경우 Tc의 추출 식(7)은 모액 내 U의 농도가 어서 

U의 부분이 유기상으로 추출 된다고 하더라도 그 농도가 어, 그리고 식(8)은 

모액 내 Zr의 농도는 크나 질산 농도 2M 이하에서는 Zr이 유기상으로 거의 추출 

되지 않아 유기상 내 Zr의 농도가 어 별 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Tc의 

추출은 TBP/NDD의 경우 식(5)에 의해 (TBP-TOA)/NDD의 경우는 식(6)에 의

해 좌우 되고 있다. 

   Fig. 3.6.1-2(a), (b)는 추출 계 변화에 따르는 즉, 30% TBP/NDD  (30% 

TBP-0.5% TOA)/NDD에 의한 수용상 내 질산 농도 변화에 따른 각 원소의 추출

율이다. Tc의 경우 추출 계 변화에 따라 특히 질산 농도 1M 이하에서는 추출 거

동이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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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0 1.5 2.0

E
xt

ra
ct

io
n 

yi
el

ds
 o

f e
ac

h 
el

em
en

t, 
[%

]

0

20

40

60

80

100

U
Np-237
Am-241
Eu-152
Cs
Sr
Tc-99
Pd
Fe
Zr
Mo

Fig. 3.6.1-2(a). Extraction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nitric acid in 30% TBP/NDD-xM HNO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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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of nitric acid, [M]

0.5 1.0 1.5 2.0

E
xt

ra
ct

io
n 

yi
el

ds
 o

f e
ac

h 
el

em
en

t, 
[%

]

0

20

40

60

80

100

U
Np-237
Am-241
Eu-152
Cs
Sr
Tc-99
Pd
Fe
Mo

Fig. 3.6.1-2(b). Extraction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nitric acid in (30% TBP-0.5% TOA)/NDD-xM HNO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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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30% TBP/NDD의 경우 질산 농도 0.8M 이하에서는 질산 농도 증가에 따

라 추출율이 증가하다가 1M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은 

수용상 내 질산 농도 0.5～0.8M에서 추출율이 최 치에 도달하 다가 이후에는 

격히 감소한다는 Pruett 등과 Jassim 등의 결과[8,12]와 일치하며, 산도 역에

서는 [H
+

] 농도와 [TBP]f
3

의 함수로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Tc의 추출이 증가하다

가, 고산도 역에서는 [TBP]f
3만의 함수로 [TBP]f가 격히 감소하여 추출율이 

감소되는  연구결과[15]와도 동일한 경향이다. 

[H+]/Kd < 1의 경우 :  DTc ≅  K [H+][TBP]f
3                     (9) 

[H
+

]/Kd > 1의 경우 :  DTc ≅  K [TBP]f
3

                        (10)

  여기서 Kd는 HTcO4의 해리상수로 0.5～0.9 [17]로 보고되고 있으며, [TBP]f는 

TBP의 자유 농도로서 TBP/NDD 계에서는 [TBP]f=[TBP]i-[HNO3]-3[TcO4
-] 

의해 계산된다. 이때 [TBP]i는 기 TBP 농도로 30% TBP의 경우 1.1M이다. 여

기서 K는 평형상수를 의미한다.    

  반면에 (30% TBP-0.5% TOA)/NDD의 경우 Tc은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감

소하고 있다. 이는 Tc의 추출이 식(6)으로 추출된 데 기인하며, 이때 Tc의 추출 분

배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DTc =  K [HNO3․TOA]/[NO3
-

]                           (11)

  즉,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식(4)에 의해 [HNO3․TOA]가 증가하여 Tc의 추출

율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요인은 있으나, 이 보다는 [NO3
-

] 농도가 더 크게 증가하

여 추출율이 감소하 다. 이런 상은 질산 농도 1M 까지는 거의 질산 농도 1승에 

비례하여 감소하다가, 2M 이상에서는 상당량의 질산이 TOA에 추출되어 즉, Tc의 

추출에 이용될 TOA의 자유 농도가 상 으로 많이 감소하여 추출율이 질산 농도 

2～3승에 비례하여 격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15]와 일치하고 있다. 

   Fig. 3.6.1-3은 (30% TBP-x% TOA)/NDD-1M HNO3 추출 계에서 TOA 농

도 변화 따른 각 원소의 추출율로서 Tc의 경우 추출제 (TOA)의 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일반 인 경향을 따르고 있다. 이는 식(4)에서 보는 와 같이 TOA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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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3. Extraction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TOA 

in (30% TBP-x% TOA)/NDD-1M HNO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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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따라 [HNO3․TOA]가 증가하여 식(11)에 의거 추출율이 증가된 것으로 

단된다. 

  Fig. 3.6.1-4는 (x% TBP-0.5% TOA)/NDD-1M HNO3 추출 계에서 TBP 농

도 변화에 따르는 각 원소의 추출율로서 Tc의 경우 추출제 (TBP) 농도 증가에 따

라 추출율이 증가하는 일반 인 경향을 따르고 있다. 이는 TBP 농도 증가에 따라 

유기상 내 추출제의 자유 농도가 증가한 데 기인하며, 같은 농도의 추출제에서 

O/A의 비를 증가시켜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다) Np 추출

            TBP  TOA에 의한 Np의 추출능은 각각 Np(+6)>Np(+4)≫Np(+5) 

 Np(+4)>Np(+6)≫Np(+5)의 순으로 통상 알려져 있으며 [9], 질산 농도 1M의 

본 실험 계 한 비실험으로 Np이 추출능이 약한 Np(+5)로 주로 존재하여 추출

이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 다. 이는 질산 농도 1M에서 Np(+6)/Np(+5)의 

비는 0.04 이하로 Np(+5)가 96% 이상 존재한다는 Tanaka 등의 결과 [18]와 같으

며, 질산 농도 1M에서 Np(+5)의 분배계수가 각각 0.008 (30% TBP/NDD), 

0.0036 (10% TOA/xylene) 정도임을 고려할 때 [9,19]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Np은 Np(+6)이나 Np(+4)로 산화 는 환원시켜 추출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Np의 산화제로는 표  환원 (standard reduction potential)가 1.33V (SHE 

기 )인 K2Cr2O7를 사용하 으며, 이때 Np(+6)/Np(+5)의 표  환원 는 1.14V 

(SHE)로 Np(+5)을 Np(+6)으로 신속하게 산화시킬 수 있었다 [20]. 그리고 Np을 

제외한 모든 원소의 표  환원 는 K2Cr2O7의 1.33V (SHE) 보다 매우 어 Np

의 산화제 첨가 유무에 거의 향을 받지 않았다. 

  Fig. 3.6.1-2(a), (b)에서 보는 와 같이 Np의 산화 추출은 Tc과는 다르게 거

동하며, 30% TBP/NDD  (30% TBP-0.5% TOA)/NDD 모두 질산 농도 증가

(NO3
-

 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Fig. 3.6.1-3의 TOA 농도 변화

에 따라서는 거의 변화하지 않아 (Np의 추출율=87±2%), Np의 산화 추출이 TBP

에 의해 주도되는 다음과 같은 추출 반응식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9,21]. 

    6 NpO2
+

 + Cr2O7
2-

 + 14 H
+

 ⇒ 6 NpO2
2+ 

+ 2 Cr
3+

 + 7 H2O       (12) 

   NpO2
2+ + 2 NO3

- + 2 TBPf ⇔ NpO2(NO3)2․2TB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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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4. Extraction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TBP 

in (x% TBP-0.5% TOA)/NDD-1M HNO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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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Np의 추출 분배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DNp(+6) =  K [NO3
-]2 [TBP]f

2                         (14)

 그리고 TBP 농도 증가에 따라 Np(+6)의 추출율이 증가되는 Fig. 3.6.1-4 의 경

우는 TBP 농도 증가에 따라 식(14)의 [TBP]f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라) U  기타 핵종 추출

            TBP  TOA에 의한 U의 추출능은 Np의 추출능과 같이 각각 

U(+6)>U(+4)≫U(+5)  U(+4)>U(+6)≫U(+5)의 순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실

험 계와 같은 질산 농도 1M에서는 모두 UO2
-2

, 즉 U(+6)로 존재하고 있다. 

  Fig. 3.6.1-2(a), (b)에서 보는 와 같이 U의 추출 한 Tc과는 추출 거동이 다

르지만, Np(+6)와는 산화가 상태가 동일하여 유사한 추출 거동을 보이고 있다. 

30% TBP/NDD  (30% TBP-0.5% TOA)/NDD 모두 질산농도 증가 (NO3
-

 농

도 증가)에 따라 U의 추출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Fig. 3.6.1-3과 같이 TOA 농도 

변화에 따라서도 거의 변화하지 않아 (U의 추출율=89±2%), U(+6) 한 Np(+6)과 

같이 TBP에 의해 주도되는 다음과 같은 추출 반응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9,21]. 

                                  

 UO2
2+

 + 2 NO3
-

 + 2 TBPf ⇔ UO2(NO3)2․2TBP                 (15)

이때 U의 추출 분배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DU(+6) = K [NO3
-

]
2

 [TBP]f
2

                            (16)

  U(+6)과 Np(+6)의 추출 거동의 차이 으로는 U이 Np보다 다소 높은 추출율을 

보이고 있다는 이다. 이는 TBP에 한 추출능이 UO2
2+

>NpO2
2+

으로 U-TBP 

간의 친화력이 Np-TBP의 친화력 보다 상 으로 강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단

된다 [3,4,9]. 그리고 Fig. 3.6.1-4에서 보는 와 같이 TBP 농도 증가에 따른 

U(+6)의 추출율 증가는 TBP 농도 증가에 따라 식(16)의 [TBP]f가 증가한 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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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 

  Tc, Np  U을 제외한 기타 원소는 TBP  TOA에 한 분배계수 값이 본질

으로 어 [9,16,22] 모두 10% 이하로 공추출 되었다. 이는 실제의 연속식 다단 

추출장치를 이용한 공추출 조업 시 세정(scrubbing) 과정을 통해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이들 핵종이 미치는 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Fig. 3.6.1-5는 30% TBP/NDD  (30% TBP-0.5% TOA)/NDD에 의한 Tc, 

Np, U만을 선택 으로 공추출 할 수 있는 최 의 조건으로 선정한 질산 농도 1M

에서 각 원소의 추출율을 막  그라 로 나타내었다. 최 의 공추출 조건은 실제 

HLW의 처분 시 잠재  험성을 최소화하기 해서 HLW로부터의 분리계수 약 

10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23]. 그러나 본 연구는 1단(stage) 기  추출율 Tc, 

Np  U이 이 각각 80% 이상 (DM≥4) 추출되는 조건을 기 으로 하 으며, 이는 

연속식 다단 추출의 경우 3～4단을 거치면 99% 이상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0% TBP/NDD의 경우 Tc의 추출율이 약 50% 정도로 다소 기 치 보다 떨어지

고 있으나, Zr에 의한 제 3상이 형성하지 않는 다는 이 을 갖고 있다. 반면에 

(30% TBP-0.5% TOA)/NDD의 경우는 1단 기  Tc, Np, U 모두를 80% 이상

(D >4) 추출 가능하지만 Zr에 의한 제 3상 형성으로 연속식 다단 조업 시 효율  

분리를 하여 Zr의 선 제거를 필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Tc, Np  U을 제

외한 모든 원소의 추출율은 8% 이하로 거의 추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

부터 방사성 폐액으로부터 Tc, Np  U만을 선택 으로 추출하고 기타 원소는 특

히 Am은 수용상에 남게 하려는 본 연구의 목 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Tc, Np  U의 선택  역추출

          모든 역추출 실험은 0.005M K2Cr2O7, O/A=1에서 30% TBP/NDD- 

1M HNO3  (30% TBP-0.5% TOA)/NDD-1M HNO3에 의해 Tc, Np  U 등

의 원소가 공추출된 유기상을 상으로 하여 수행하 다.

       (가) Tc의 역추출

            Fig. 3.6.1-6(a), (b)는 각 추출 계에 의해 Tc, Np, U 등 다성분의 원

소가 공추출된 유기상 으로부터 질산 농도 변화에 따르는 각 원소의 역추출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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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5. Extraction yields of each element in 30% TBP/NDD-1M 

HNO3 and (30% TBP-0.5% TOA)/NDD-1M HNO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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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6(a).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nitric acid. [extraction system : 30% TBP/NDD-1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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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6(b).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nitric acid. [extraction system : (30% TBP-0.5% TOA)/ 

NDD-1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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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의 경우 추출 계에 무 하게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여 질산 농도 5M

에서 약 99% 이상 역추출 되었다. 이는 Fig. 3.6.1-2(a), (b)에서도 측할 수 있

는 결과로서, TBP/NDD의 경우 식(10)과 같이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TBP의 자

유 농도가 감소하여, (TBP-TOA)/NDD의 경우는 식(11)과 같이 수용상 내 질산 

농도가 증가 할수록 [NO3
-

] 농도가 증가되어 추출이 감소됨에 따라 역추출이 증가

되는 것으로 단된다. 

  반면에 Np  U은 추출 계  질산 농도 변화에 따라 거의 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질산 농도 5M에서 각각 2%, 3% 정도가 역추출 되었다. 이 

한 Fig. 3.6.1-2(a), (b)에서 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리고 Am-241, Eu- 

152 등이 두 추출 계 모두에서 Tc과 공역추출 되고 있으나, 이들 원소는 Fig. 

3.6.1-5에서 같이 추출율이 어(약 7% 이하) Tc의 역추출 단계에서 모두 역추출

이 된다고 하여도 그 양은 ～10-5M 정도로 작으며, 실제 연속식 다단 추출장치를 

이용한 공추출  역추출 조업 시 이를 충분히 제거하여 세정할 수 있어 Tc을 선

택 으로 분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Np의 역추출 

            Np의 역추출은 Np(+6)를 Np(+5)로 환원시키는 환원제의 역할과 

Np(+4)의 착화제 기능 [24,25]을 모두 갖고 있는 AHA을 이용하여 수행하 으며, 

이때 환원 반응은 다음과 같다. 

2 NpO2
+2+ 2 CH3CONHOH ⇔ 2 NpO2

++ 2 CH3COOH+ N2+ 2 H+   (17)

  Fig. 3.6.1-7(a), (b)는 각 추출 계에 의해 Tc, Np, U 등 다성분의 원소가 공추

출된 유기상으로부터 AHA의 농도 변화에 따르는 각 원소의 역추출율 이다. 이때 

Np의 환원제로 사용한 AHA는 친수성 화합물로 본 연구에서는 증류수에 녹여 사

용하 다. 

  Np의 경우 추출 계와는 무 하게 AHA 농도 증가에 따라 역추출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험 오차 범  내이며(98±2%), 0.1M에서 98% 정도가 역추출 되었다. 이

는 AHA 농도 증가에 따라 친유기성의 Np(+6)가 친수성의 Np(+5)로 완 히 환원

되어 역추출한 데 기인한다. 



- 429 -

Concentration of AHA, [M]

0.0 0.1 0.2 0.3 0.4 0.5

S
tri

pp
in

g 
yi

el
ds

 o
f e

ac
h 

el
em

en
t, 

[%
]

0

20

40

60

80

100

U
Np-237
Am-241
Eu-152
Tc-99

Fig. 3.6.1-7(a).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AHA. [extraction system : 30% TBP/NDD-1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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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7(b).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AHA. [extraction system : (30% TBP-0.5% TOA)/NDD 

-1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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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Tc  U의 경우는 AHA 농도에 거의 향을 받고 있지 있으며, 30% 

TBP/NDD의 경우 Tc은 72±2%, U은 32±2%가 역추출 되었고, (30% TBP- 

0.5% TOA)/NDD의 경우에서는 Tc은 6±1%, U은 43±2%가 역추출 되었다. 이는 

AHA 수용상과 유기상과의  산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실제로 물에 녹인 AHA 

수용상과 공추출 유기상 (질산 농도 0.18M 함유)이 하 을 때 유기상 내 질산

이 수용상으로 떨어져 AHA 수용상의 질산 농도는 약 0.15M 정도가 되었다. 질산 

농도 0.15M의 조건에서 TBP/NDD에 의한 Tc  U의 추출율은 각각 23.7% 

(DTc=0.31. 역추출율=76.3%), 50.7% (DU=1.03, 역추출율=49.3%)이며, (TBP- 

TOA)/NDD에서는 각각 96.3% (DTc=26.1, 역추출율=3.7%), 53.2% (DU=1.14, 역

추출율=46.8%) 이었다. 이는 TBP/NDD에 의한 U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5% 

이내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AHA에 의한 Tc과 U의 역추출은 주로 AHA 

수용상의 질산 농도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 본 연구 범 의 AHA 

농도로는 Tc이나 U 등을 환원시키거나 어떤 착물화 반응도 일으키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Np의 선택  역추출 시 30% TBP/NDD에서는 Tc과 U의 공역추출이, 

(30% TBP-0.5% TOA)/NDD에서는 Tc은 별 문제가 없으나 U이 공역추출 되는 

것이 문제 으로 두된다. 이  Tc은 Np의 분리에 앞서 미리 제거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U 경우는 여 히 문제이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AHA에 의한 

Tc, U의 역추출이 AHA 수용상의 질산 농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을 이용하여, 

AHA 수용상의 질산 농도를 높이는 방법 즉, AHA를 1M HNO3에 녹일 경우 

AHA 수용상의 질산 농도가 0.98M로, Fig. 3.6.1-2(a), (b)에서 보는 와 같이 

이 조건에서 두 추출 계 모두 U이 약 94% 정도 추출되어 약 6% 정도의 U이 공

역추출 될 것으로 측되므로, Np의 선택  환원 추출 단계에서 U이 공역추출 되

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 U 역추출

            U의 역추출의 경우 역추출제로 흔히 이용되고 있는 Na2CO3 용액을 

사용할 시 Table 3.6.1-3과 같이 (30% TBP-x% TOA)/NDD-1M HNO3 계의  

상분리 후 수용상 내에서 가수분해에 의한 침 이 형성 되어 (음 으로 처리한 부

분) 본 연구에서는 약질산 용액을 역추출제로 시용하여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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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1-3. Precipitation conditions of aqueous phase with concentration 

of Na2CO3 after extraction of (30% TBP-x% TOA)/NDD- 

1M HNO3 system. 

TOA, [%] 0 0.1 0.3 0.5 1

Na2CO3, [M]

0.10 0.10 0.10 0.10 0.10 

0.20 0.20 0.20 0.20 0.20 

0.40 0.40 0.40 0.40 0.40 

 

  Fig. 3.6.1-8(a), (b)는 각 추출 계에 의해 Tc, Np, U 등 다성분의 원소가 공추

출된 유기상으로부터 약질산 용액의 농도 변화에 따르는 각 원소의 역추출율 이다.  

U과 Np의 경우 산화가 모두 +6가로 추출 계와 무 하게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역추출율이 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U  Np의 추출이 TBP에 의해 주도되며 

낮은 질산 농도에서 이들의 분배계수가 작은데 [3,4,9] 기인하는 것으로 0.01M 질

산에서 각각 98±1% 정도가 역추출 되었다. 그리고 Np이 U 보다 높은 역추출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Fig. 3.6.1-2(a), (b)에서와 같이 추출능이 UO2
2+

>NpO2
2+

로 U이 

Np 보다 많이 추출된 데 기인한다.

  한편 Tc은 30% TBP/NDD-1M HNO3의 경우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역추출율

이 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Fig. 3.6.1-2(a)  식(9)에서와 같이  산도 역

(질산 농도 약 1M 미만)에서는 질산 농도가 증가 할수록 Tc의 추출율이 증가하여 

역추출율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 한 질산 농도에 따라 Tc의 량 는 일부가 U

과 함께 공역추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30% TBP-0.5% TOA)/NDD 

-1M HNO3에서는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Tc의 역추출율은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

으나 거의 실험 오차범 로 모두 3%～4% 정도가 역추출 되었다. 이는 Fig. 

3.6.1-2(b)에서 견할 수 있는 것으로 질산 농도가 감소할 수 록 Tc의 추출율이 

격히 증가한데 기인한다. 이 경우 U과 Tc의 분리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Np은 

량 는 일부분이 U과 함께 공역추출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U의 선택  역추출은 우선 Tc과 Np을 미리 분리한 다음 최종 으로 

U의 역추출을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단된다. 



- 433 -

Concentration of nitric acid, [M] 

0.00 0.05 0.10 0.15 0.20

S
tri

pp
in

g 
yi

el
ds

 o
f e

ac
h 

el
em

en
t, 

[%
]

0

20

40

60

80

100

U
Np-237
Am-241
Eu-152
Tc-99

Fig. 3.6.1-8(a).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nitric acid. [extraction system : 30% TBP/NDD-1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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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8(b).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nitric acid. [extraction system : (30% TBP-0.5% TOA) 

/NDD-1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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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리 계수 (separation factor)

          분리계수는 SF=DFP/D(Tc/Np/U)로 정의되며, Table 3.6.1-4는 30% TBP/ 

NDD-1M HNO3  (30% TBP-0.5% TOA)/NDD-1M HNO3에 의해 공추출된 

유기상으로부터 Tc은 5M 질산, Np은 0.1M AHA, U은 0.01M 질산으로 각각 역

추출 하 을 때 Tc, Np  U을 기 으로 한 상 원소의 분리계수들이다. 

Table 3.6.1-4. Separation factor of each element with respect to Tc, Np 

and U.

Extraction 

system

TBP/

NDD*

(TBP-TOA)

/NDD**

TBP/

NDD

(TBP-TOA)

/NDD

TBP/

NDD

(TBP-TOA)

/NDD

Stripping 5M HNO3 0.1M AHA 0.01M HNO3

SF=Dmetal/DTc SF=Dmetal/DNp SF=Dmetal/DU

U U 667 1,095 160 105 1 1 

TRU
Np-237 444 670 1 1 1 1 

Am-241 8 0.02 0.1 0.4 0.2 6.1 

RE

La 13 0.4 0.1 0.1 0.4 5.8 

Ce 15 0.4 0.1 0.4 0.4 3.6 

Nd 10 0.2 0.1 0.4 0.4 6.1 

Sm 8 0.1 0.1 0.1 0.2 6.9 

Eu-152 0.1 0.1 0.4 0.1 0.2 0.1 

Y 0.2 0.1 0.1 0.1 0.3 0.1 

Cs-Sr

Cs 2,539 3,728 3,590 5,784 0.2 0.1 

Sr 759 139 4,065 666 0.2 0.1 

Ba 458 842 177 4,622 0.2 0.1 

Pt

Tc-99 1 1 31 1,046 6 3,712 

Re 1 1.1 31 480 6 2,882 

Ru 365 43 557 494 834 317 

Pd 108 0.4 161 94 19 7.9 

TE

Na 567 223 262 1,070 0.2 13 

Ni 1,404 8,574 7,516 4,084 3 0.1 

Fe 424 3,419 2,270 3,851 0.2 0.1 

Zr 31 - 0.1 - 0.2 -

Mo 0.1 191 5 1,317 0.2 1,411 

  * Extraction system : 30% TBP/NDD-1M HNO3

 ** Extraction  system : (30% TBP-0.5% TOA)/NDD-1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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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5M 질산에 의해 Tc을 선택 으로 역추출 할 시 분리계수 측면에서는 두 

추출 계 모두 U, Np를 포함 거의 모든 원소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만 Tc과의 추출 거동을 상호비교 하기 하여 첨가한 Re (통상 Tc의 용 핵종으

로 사용됨)의 경우 분리계수 (SFRe/Tc)가 1～1.1 정도로 Tc과는 분리가 불가능하지

만, 실제 HLW에서는 Re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어 이 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

로 단된다. 한편 산화가 +3가의 Am과 RE에 한 분리계수는 각 원소 별 분배

계수의 비로서 나타내는 분리계수의 정의에 기인하여 비교  양호한 값을 갖고 있

으나, 실제로는 Fig. 3.6.1-6(a), (b)와 같이 거의 모두가 Tc과 공역추출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행이도 Am/RE의 공추출되는 량이 Fig. 3.6.1-5와 같이 고 

이 정도는 연속식 다단 공추출  역추출의 세정 단계에서 상당수 제거가 가능하므

로 이에 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0.1M AHA에 의한 Np의 환원 역추출로서 분리계수 측면에서 볼 때 

Tc의 경우와 같이 Am과 RE에 한 해결 가능한 문제 을 제외하고는 거의 문제

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ig. 3.6.1-7(a),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TBP/ 

NDD의 경우는 Tc과 U이, (TBP-TOA)/NDD의 경우는 U이 상당량 공역추출 되

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Tc이 공역추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해서는 Np의 

분리에 앞서 Tc을 미리 분리함으로써, U의 경우는 AHA를 물에 녹이는 것이 아니

라 U이 역추출 되지 않은 한 범 의 질산 용액에 녹여서 Np의 환원 추출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0.01M의 질산에 의한 U의 역추출 시 분리계수로 보면 추출 계와는 

무 하게 Np에 한 분리계수(SFNp/U)가 약 1로 이의 분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Tc의 경우는 질산 농도 0.01M에서 U의 역추출이 99.6% (D=0.004)이며, Tc은 

97.7% (D=0.024)로 분리계수 (SFTc/U)가 6 정도로 계산되어 비교  양호한 값이

나, 이 경우 한 Fig 3.6.1-8(a),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원소가 공추출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 역추출 단수나 O/A 비를 증가시키면 

어느 정도 분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완 한 해결책은 되지 못하며, 다

량의 2차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궁극 인 해결책으로는 U의 

분리에 앞서 Tc과 Np을 미리 분리한 후 최종 으로 U을 분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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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로부터 분리계수 값으로만 목  원소 (Tc, Np, U 등)에 한 상  

원소의 분리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라. 결  언

      (1) HLW의 실 폐액 수 의 21성분 계로부터 Tc, Np  U만을 공분리하여 

이를 순차 분리하는 기술의 용성을 평가하 다. 

  30% TBP/NDD-1M HNO3의 경우 Tc은 추출율이 약 50% 정도로 미흡하지만 

U, Np은 각각 94%, 83%로 양호하 고 특히 Zr의 함유 여부에 계없이 제 3상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장 을 갖고 있다. 반면에 (30% TBP-0.5% TOA)/NDD-1M 

HNO3의 경우는 Tc, Np  U이 각각 81%, 85%, 93%가 추출되어 추출율 측면에

서는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으나, Zr 함유에 따른 제 3 상의 형성으로 Zr의 선 제

거를 한 탈질 과정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타 원소들은 모두 8% 이하로 추출

되어 Tc, Np  U만을 선택 으로 추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추잔상에 남게 하려는 

본 연구의 목 을 만족시키고 있다.  

      (2) 분리기술 흐름도는 두 추출 계 모두 Tc, Np  U만을 선택 으로 산화 

공추출 한 후 이를 순차 으로 분리하기 해서는 우선 5M 질산으로 Tc을 역추출

한 다음, 다음으로는 0.1M AHA로 Np을 환원 역추출하고, 마지막으로 0.01M 

HNO3로 U을 역추출 것이 효과 이다. 

  상기 조건에서 30% TBP/NDD-1M HNO3  (30% TBP-0.5% TOA)/NDD- 

1M HNO3의 추출 계에 의해 공추출된 유기상으로부터 역추출 할 시 1단 기  Tc

은 95～99%, Np은 98～99%, U은 99% 이상을 회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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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x  g / L  Z r - 1 M  DE H PA ) / N DD 속 이 온  함 유  추 출  계 에  

의한  ( A m - C m ) / R E 의 공 추 출   선 택  역추 출  

     가. 서  언 

         (Am-Cm)/RE의 분리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1-6], 

주로 DIDPA (diisodecyl phosphoric acid), DEHPA (di-(2-ethylhexyl) phos 

phoric acid), TRPO (trialkyl phosphine oxide), CMPO (n-octyl(phenyl)-N,N 

-diisobutyl carbamoyl methyl phosphine oxide), Diamide 등의 다양한 추출제

에 의한 분리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추출제 자체가 가지

고 있는 즉, Am(/Cm)에 한 높은 선택성을 가진 S와 N 같은 약한 주개(soft 

donor) 원자를 함유한 Cyanex 301 (bis (2,4,4-trimethylpenyl) dithiophosphinic 

acid), TPTZ (tris(2,4,6-tri (2-pyridyl)-1,3,5-triazine), picolinamide 등의 추출

제에 의한 분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7-9]. 그러나 Am-Cm과 RE는 화학  성

질과 특성이 거의 유사하여 여러 추출제에 의한 많은 연구가 진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기술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Am-Cm)/RE의 상호분리 효율을 

증진시키는 연구가 계속 추진되고 있다. 

   Am/RE를 상호 분리하는 가장 일반  방법은 산소(O) 주개 함유 유기인산 추

출제로 공추출한 후, 이를 DTPA (diethylenetriamine pentaacetic acid)로 속이

온-DTPA간의 착물 안정도 (complex stability) 차이를 이용하여 Am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는 오래된 방법 [10]이지만 Am/RE의 상호 분리도가 높아 재는 미국

의 UREX+에서도 용성을 검토하고 있다 [11]. 본 연구 에서도 산소 주개 원자

를 함유한 DEHPA를 추출제로, 역추출제로는 DTPA/lactic acid 혼합용액을 이용

하여 Am/RE의 상호분리를 수행하 다 [12]. 그러나 DEHPA는 취  용액의 질산 

농도가 0.1M의 산도 용액에 가능하므로, 이를 실제 HLW에 용하기 해서는 

탈질 (denitration) 등의 산도 감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외에도 역추출 혼합용액

의 사용 역이 pH 3.5～4로 연속식 다단 조업 시 엄격한 pH의 제어가 필요한 실

정이다. 따라서 Am/RE의 상호 분리도가 높다는 DEHPA의 장 을 그 로 유지하

면서 취  용액의 산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분리법의 개발이 요구되어 본 연구 은 

속 이온이 함유된 Zr-DEHPA를 개발하여 수행하 다 [13]. 이는 DEHPA에 Zr

이나 Hf (Hafnium) 등이 공추출 되었을 시 알카리 토 속 원소  Am, Cm,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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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분배계수가 증가된다는 성질[14,15]을 이용한 것으로, 방사선  질산농도 (약 

1M 정도)에 한 높은 화학  안 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16].  

  본 연구는 실제 다성분 계의 HLW로부터 일차로 Tc/Np/U만을 공추출/순차 분

리한 후, 이차로 (Am-Cm)/RE를 공추출/상호 분리 시키려는 기술개발 흐름의 타

당성과 개발 기술의 용성 평가를 목 으로 한다. 우선 (Am-Cm)/RE의 상호분리

를 하여 실 폐액 수 의 용액 제조는 21성분 계 모의용액 (Np 산화제로 0.005M 

K2Cr2O7 함유)을 상으로 30% TBP/NDD-1M HNO3 계에서 Tc, Np, U 등을  

공추출한 유기상을 제거한 후 추잔상(수용상) 만을 채취하여 여기에 Cm을 다시 첨

가하여 비하 다. 

  실험 계는 ① DEHPA/NDD  (Zr-DEHPA)/NDD에 의해 (Am-Cm)/ RE가 

유기상으로 공추출 되는 단계, 그리고 ② 유기상에 공추출된 (Am-Cm)/RE로부터 

DTPA/lactic acid 혼합용액에 의해 수용상으로 Am(/Cm)을 역추출 시키는 1차 

역추출 단계, 마지막으로 ③ 1차 역추출 후에도 여 히 유기상에 존재하고 있는 

RE를 고산도 질산에 의해 수용상으로 역추출 하는 2차 역추출 단계 등으로 구분하

여 연속 으로 수행하 다. 이때 Am(/Cm)의 역추출은 1M DEHPA/NDD-0.1M 

HNO3  (15g/L Zr-1M DEHPA)/NDD-1M HNO3에서 (Am-Cm)/RE가 각각 

공추출된 유기상을, RE의 역추출 실험은 0.05M DTPA/1M lactic acid (pH=3.6)

에 의해 Am(/Cm)이 역추출 된 유기상을 각각 상으로 하여 수행하 다. 

     나. 실  험

      (1) 모의용액 제조

          모의용액은 본 연구의 심 상 핵종인 산화가 +3가의 악틴족인 Am, 

Cm에 다른 악틴족인 U, Np과, RE의 표 원소로는 La, Ce, Nd, Sm, Eu, Y 등

에 고방열성 핵종인 Cs, Sr, Ba과 백 족 원소인 Ru, Pd, Tc과 용매추출 공정 

반에서 문제 핵종으로 작용하는 Mo, Zr, Fe에 Na, Ni 등의 이원소가 함유되어 

있는 총 22성분 계로 구성하 다. 

  그러나 (Zr-DEHPA)/NDD를 사용할 경우는 질산 농도와는 무 하게  농도

(6.9x10
-5

M 이하)의 Zr이 첨가될 때 수용상과 유기상의 경계면에 부분 으로 콜로

이드 상이 형성 되어, 그리고 고 농도(6.9x10
-4

M 이상)의 Zr이 첨가 될 때는 유기

상 내 제 3 상이 형성되어 수용상과 유기상의 상 분리에 장시간(약 1시간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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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등의 문제 을 유발시켜 이 경우에는 Zr을 제외한 21성분 계로 모의 용

액을 구성하 다. 이때 질산 농도는 0.1M～2M 범 다. 

  용액제조 시 사용된 모든 시약(Mo를 제외하고는 모두 질산염 형태)과 (Am-Cm) 

/RE의 역추출제로 각각 사용한 DTPA, lactic acid  질산 용액은 모두 특  시

약으로 추가 정제 과정 없이 직  사용하 다. 이들 시약은 U (Merck 제품)과 Mo 

(Junsei 제품)를 제외하고는 모두 Aldrich 제품이다. 그리고 Tc, Np은 국의 

AEA Tech. 에서, Am과 Eu은 미국의 IPL (Isotope Product Lab.)에서 2M 

HNO3에 용해되어 있는 Np-237, Tc-99, Am-241  Eu-152의 방사성 동 원소

를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 다. 

  이때 모의 용액 내 각 원소의 조성은 Table 3.6.2-1의 실 폐액(/수 ) 모의용액

-2와 같다. 이는 실제 HLW를 고려한 Table 3.6.2-1의 실 폐액(/수 ) 모의용액

-1을 O/A=1, 30% TBP/NDD-1M HNO3 (Np의 산화제로 0.005M K2Cr2O7 함

유)에서 U, Np, Tc 등이 공추출된 유기상을 제거한 후 추잔상(수용상)에 잔존하고 

있는 각 원소의 농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다 Cm을 첨가하여 DEHPA/NDD 

 (Zr-DEHPA)/NDD에 의한 (Am-Cm)/RE의 추출 시험에 용하 다.

      (2) 추출용매 제조 

          본 연구의 추출 용매는 DEHPA와 (Zr-DEHPA)로 구분되며, 이  

DEHPA는 Merck 사 제품을 구매하여 이용하 으며, (Zr-DEHPA)는 직  제조하

여 사용하 다. (Zr-DEHPA)의 제조는 우선 1M DEHPA/NDD와 1M 황산 용액

(0.167M의 Zr 함유)을 O/A=1에서 Zr이 추출 평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추출한 다

음 방치하여 유기상과 수용상을 각각 분리한다. 분리된 유기상은 다시 0.5M의 질

산 용액으로 2회 연속 세척한 다음 상분리 여과지로 잔유 수분을 여과하여 제거한 

후 이를 (Zr-DEHPA)로 사용하 다. 이때 황산 용액에서 DEHPA에 의한 Zr(+4)

의 추출 반응은 다음과 같으며 [17] 여기서 은 유기상을, (HA)2는 DEHPA의 

이성체 (dimeric solvent)를 각각 의미한다. 그리고 (Zr-DEHPA) 내 Zr의 농도는 

수용상에 존재하는 속 이온의 농도를 분석하여 물질 수지식에 의해 계산하 다.

     

 Zr
4+ 

+ 3 (HA)2 ⇔ ZrA6H2 + 4H
+

     (HA : DEHP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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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2-1. Chemical composition of simulated multi-component HLW 

for the mutual separation of Am, Cm and RE.

Simulated HLW-1, [M] Simulated HLW-2, [M]

 Solution for extraction of

 U, Np and Tc

Solution for extraction 

 of Am, Cm and RE 

U U 238 8.28E-03 6.13E-04

TRU

Np-237 237 1.54E-03 1.21E-04

Am-241 241 1.21E-05 1.13E-05

Cm-244 244 - 5.72E-08

RE

La 139 1.30E-02 1.26E-02

Ce 140 3.05E-02 2.91E-02

Nd 144 3.58E-02 3.42E-02

Sm 150 7.47E-03 7.16E-03

Eu* 152 1.53E-03 1.45E-03

Y 89 6.98E-03 6.77E-03

Cs-Sr

Cs 133 3.20E-02 3.02E-02

Sr 88 1.52E-02 1.46E-02

Ba 137 1.82E-02 1.79E-02

Pt

Tc-99 99 1.48E-02 7.55E-03

Re 186 1.13E-02 7.06E-03

Ru 101 2.20E-02 2.14E-02

Pd 106 1.37E-02 1.11E-02

TE

Na 23 6.57E-02 6.32E-02

Ni 59 5.42E-02 5.34E-02

Fe 56 3.55E-02 3.49E-02

Zr 91 2.43E-02 2.31E-02

Mo 96 3.64E-03 3.48E-03

 * Eu : Eu(1.45x10
-3

M)와 Eu-152(2.02x10
-5

M) 를 각각 측정하여 상호비교 

  마지막으로는 1M DEHPA  (15g/L Zr-1M DEHPA)로 각각 제조된 추출용매

를 희석제인 NDD와 혼합하여 추출 조건에 맞는 질산 용액과 평형이 되도록 분액 

깔 기에서 진탕하여 선평형 한다. 그런 다음 유기상만을 따로 분리하여 상분리 여

과지로 미량의 수분을 제거하여 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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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험 방법

          모든 실험은 회분식으로 상온, O/A(ratio of organic phase volume to 

aqueous phase volume)=1에서 수행하 다. 우선 미리 제조된 모의 용액-1을 

30% TBP/NDD-1M HNO3에서 추출한 다음 이의 추잔상을 모의 용액-2로 모아

둔다. ① (Am-Cm)/RE의 공추출은 20ml vial에 모의 용액-2와 추출제인 1M 

DEHPA/NDD나 (15g/L Zr-1M DEHPA)/NDD를 각각의 실험 조건에 맞추어 일

정량씩 취한다. 한편 ② Am(/Cm)의 선택  역추출 (1차 역추출)은 1M DEHPA/ 

NDD-0.1M HNO3  (15g/L Zr-1M DEHPA)/NDD-1M HNO3에서 각각 추출

된 유기상에 DTPA/lactic acid(pH)의 혼합용액을 각각의 실험 조건에 맞추어 일

정량씩 취한다. 반면에 ③ RE의 역추출 (2차 역추출)은 0.05M DTPA/1M lactic 

acid/pH=3.6에서 Am(/Cm)의 역추출 단계를 거친 각각의 유기상에 고산도의 질산 

용액을 각각의 실험 조건에 맞추어 일정량씩 취한다. 그런 다음 이를 각각 온도와 

시간 조 기가 부착된 진탕기 (dry air bath shaker, 국제과학, model : 36-sin 

-100)을 이용하여, 추출  역추출 모두 60분간 진탕하여 완 히 평형이 이루어지

도록 하 다. 완  평형에 도달 한 후 유기상과 수용상으로 분리하여 수용상에 존

재하는 속이온의 농도를 분석하 다. 이때 유기상에 있는 속이온의 농도는 물

질 수지식에 의해 계산하 다.

      (4) 분 석

          방사성 동 원소인 Np-237, Am-241, Eu-152는 MCA에 의해, Cm- 

244, Tc-99는 LSC를 이용하여 농도를 분석하 고, Cs을 제외한 기타 원소는 ICP

를 사용하여, Cs의 농도는 A.A를 이용하여 각각의 농도를 분석하 다. 그리고 수

용상 내 질산 농도의 분석은 0.1N NaOH를 정 용액으로 이용하여 자동 정 분

석기로 각각의 수소 이온(H+) 농도를 분석하여 측정하 다. 한편 추출율(extraction 

yield)  역추출율은 유기상  수용상에 존재하고 있는 각 속 원소의 농도를 

분석하여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 다.

추출율(%) = 100 x D/(1+D),    역추출율(%) = 100 - 추출율(%)     (2)

                               

  여기서 D는 속원소의 분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로 COrg./CAq.의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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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며 COrg.  CAq.는 각각 유기상  수용상 에서의 속 원소의 농도(mol/L)

이다. 

     다. 실험 결과  고찰

      (1) 공추출

          DEHPA/NDD나 (Zr-DEHPA)/NDD에 의한 질산의 추출은 모두 질산

에 한 분배계수가 어 1M DEHPA의 경우 질산 농도 0.1M에서 약 1% 정도, 

(15g/L Zr-1M DEHPA)의 경우 질산 농도 1M에서 약 5% 이하가 추출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Am-Cm)/RE의 공추출 시 질산의 향을 최소화시키기 

하여 각각의 추출제를 실험 조건의 질산 용액과 미리 선평형 시킨 후 사용하 다. 

       (가) 질산 농도 향

            Fig. 3.6.2-1(a), (b)는 질산농도 변화에 따른 1M DEHPA/NDD  

(15g/L Zr-1M DEHPA)/NDD에 의한 각 원소의 추출율이다. 1M DEHPA의 경

우 질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가 +3가의 Am과 RE(Ce, Nd, Eu, Y 등)의 추

출율이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Am의 경우 질산 농도 0.lM에서는 

99.8%가, 1M에서는 14.8%가 추출 되었다. 이는 DEHPA/NDD에 의한 Am/RE의 

추출이 다음과 같이 속이온(+3)과 H+ 이온과의 이온교환 반응기구 (mechanism)

에 의해 일어나며[18],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분배계수가 감소하여 추출율이 감소

된데 기인한다. 

 

M
3+

+ 3(HA)2 ⇔ M(HA2)3 + 3H
+

 [HA: DEHPA, M: Am(/Cm), RE]   (3)

  추출 친화도는 Y>Eu>Am≥Nd≈Ce 순으로 Svantesson 등 [19]의 결과와 유사

하며, DEHPA에 의해 Am/RE를 효과 으로 공추출시키기 해서는 질산 농도를 

0.1M 정도로 유지시켜야 한다. 한편 Cs, Sr은 DEHPA에 한 분배계수가 본질

으로 어 (D<0.01), 질산 농도 0.1M에서 Sr (13.1% 추출)를 제외하고는 거의 추

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용매추출 공정 반에 걸쳐 문제 핵종으로 작용하는 Fe, 

Mo, Zr 등의 이원소는 산도와는 무 하게 DEHPA에 의한 분배계수가 높아 [19] 

Am/RE와 함께 거동할 것으로 보이며, 이 핵종들을 질산 농도만을 조정하여 역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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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1(a). Extraction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nitric acid at 1M DEHPA/NDD-xM HNO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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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1(b). Extraction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nitric acid at (15g/L Zr-1M DEHPA)/NDD-xM HNO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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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상기 핵종의 Am/RE와의 공추출

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Fe 경우는 DEHPA에 의한 추출 시 추출 속도가 매우 느

린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19] 이 속도 차를 이용하면 Fe의 공추출을 어느 정도 방

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Zr, Mo 등은 추출 속도 한 빨라 추출 속도 차를 

조정하여 추출율을 감소시킬 수는 없고, Am/RE의 공추출 에 제 3의 단 공정을 

통해 이를 선 제거시켜야 한다. 

  반면에 (15g/L Zr-1M DEHPA)/NDD의 경우는 Am/RE의 추출이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감소는 하고는 있으나, DEHPA/NDD 처럼 격히 감소하지 않으며 

질산 농도 1M에서도 Am이 약 80% 정도가 추출 되었다. 이는 (Zr-DEHPA)에 의

한 Am/RE의 추출이 DEHPA와 같이 (Zr-DEHPA)의 H
+ 

이온과 Am, RE가 치환

하는 다음과 같은 반응으로[20] 산도가 증가 할수록 이들의 분배계수가 감소하여 

추출율이 감소하고 있다.

M(NO3)
2+ + ZrA6H2 ⇔ M(NO3)ZrA6 + 2 H

+ 
 [M : Am, Cm, RE]      (4)

  한 질산 농도 1M에서도 DEHPA 추출제 보다 추출율이 높은 것은 식(4)의 

(Zr-DEHPA)-Am(/RE) 간의 속이온-질산염 혼합 착물 (nitrate complex)이 식

(3)의 DEHPA-Am(/RE) 간의 속 착물 보다 친유기성 (organophilic property)

의 성질이 증가된데 기인하는 것 같다. 실제 (Zr-DEHPA)의 pKa가 DEHPA 보다 

히 크다고 발표되고 있다 [20]. 여기서 Ka는 해리상수(dissociation constant)

이다. 추출은 DEHPA와 동일하게 Y>Eu>Am≥Nd≈Ce 순으로 DEHPA의 기본 

성질에 의해 추출 친화도가 좌우됨을 알 수 있다. 

  한편 기타 원소가 추출에 미치는 향은 Sr이 질산 농도 0.1M에서 DEHPA/ 

NDD의 경우보다 매우 높은 추출율을 보이고 있는 을 제외하고는 DEHPA/NDD

의 경우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다. Sr의 경우 질산 농도 0.1M 이하의 산도 

역에서 (Zr-DEHPA) 내 함유되어 있는 H
+ 

이온과 DEHPA 간의 해리도 차가 

어 (Zr-DEHPA)나 DEHPA 모두 추출성(/추출능)이 변하지 않아 추출율의 차이

가 없다고 발표한 Sinegribova 등 [20]의 결과와는 상반되지만, Zr의 착물/ 합화

(polymerization) 기능으로 특히 산도에서 Sr의 추출능이 증가한다는 Sistkova 

등 [14]의 결과와는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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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DEHPA 농도 향

            Fig. 3.6.2-2는 (15g/L Zr-xM DEHPA)/NDD 추출 계에서 DEHPA 

농도 변화에 따르는 각 원소의 추출율이다. DEHPA에 한 분배계수가 본질 으로 

작은 Cs, Sr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출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추출 율이 증가하는 

일반 인 경향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같은 농도의 추출제에서 O/A 비를 증가시켜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다) 유기상 내 Zr 함유량 향

            Fig. 3.6.2-3은 (x g/L Zr-1M DEHPA)/NDD 계에서 Zr 농도 변화

에 따르는 각 원소의 추출율이다. Am, RE 등은 Zr의 함유량이 증가 할수록 추출

율이 증가하다가 15g/L 이상에서는 증가의 폭이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Zr의 함

침 농도 증가에 따라 식(5)와 같이 (Zr-DEHPA) 착물의 복합화를 유도하여 식(4)

의 +3가 속이온에 한 추출성(/능)이 증가된데 기인한다. 한편 Mo, Fe 등은 Zr

의 함침 여부에는 거의 향을 받지 않으며, DEHPA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 

n Zr
4+

+ (2n+1)(HA)2 ⇔ ZrnA2(2n+1)H2 + 4n H
+ 

(HA: DEHPA, n≥1 )(5)

  이상으로부터 Am/RE의 추출 시 DEHPA와 (Zr-DEHPA) 간의 가장 큰 차이

은 (Zr-DEHPA)는 질산 농도 1M을 취 할 수 있다는 이다. 이는 DEHPA에 의

한 Am/RE의 추출 시 요구되는 질산 농도 0.1M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HLW에 DEHPA를 용하여 Am/RE를 분리할 시 탈질 는 희석 등의 과정을 거

쳐야 되는 데 이의 부담을 일 수 있고, 한 취  산도 증가에 따른 2차 폐기물

의 발생량을 폭 감소시킬 수 있다는 큰 장 을 지니고 있다.

       (라) (Am-Cm)/RE 공추출 

            Fig. 3.6.2-4는 1M DEHPA/NDD-0.1M HNO3  (15g/L Zr-1M 

DEHPA)/NDD-1M HNO3 계에서 각 원소의 추출율 이다. Am과 Cm의 공추출 

면에서 보면 DEHPA에서는 Am, Cm 모두 98% 이상이고, Zr-DEHPA에서는 

Am=80.6%, Cm=85.4%가 각각 추출 되어 상기 추출 계 모두 별 문제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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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2. Extraction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DEHPA in (15g/L Zr-xM DEHPA)/NDD-1M HNO3 system.  



- 449 -

Concentration of Zr in organic phase, [g/L]

0 5 10 15 20

E
xt

ra
ct

io
n 

yi
el

ds
 o

f e
ac

h 
el

em
en

t, 
[%

]

0

20

40

60

80

100

Am-241
Ce
Nd
Eu-152
Y
Cs
Sr
Fe
Mo

Fig. 3.6.2-3. Extraction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Zr in 

(x g/L Zr-1M DEHPA)/NDD-1M HNO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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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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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이며, 이때 친화도는 Y>Eu>Sm>Cm>Nd≥Am>Ce>La 순이었다. 

  그리고 Fe, Zr, Mo 등의 이원소는 (Am-Cm)/RE와의 공추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Zr의 경우 (15g/L Zr-1M DEHPA)/NDD 용 시 제 3상 형

성으로 조업이 불가능하므로 탈질 등을 용하여 반드시 Zr의 선제거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Mo의 부분과 Fe의 상당량도 그리고 다른 악틴족 원소인 U과 Np의 

경우도 DEHPA에 한 분배계수가 높아 (Am-Cm)/RE와 함께 거동할 것으로 보

이므로 이의 분리가 요구되는데 (Am-Cm)/RE의 공추출 에 다른 단 분리 공정

을 통해 미리 선 제거 하던지 는 (Am-Cm)/RE와 공추출된 유기상에서 선택

인 역추출제 (착화제 등)를 용하여 각각 분리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2) Am(/Cm) 선택  역추출 (1차 역추출)

          Am(/Cm)의 선택  역추출 실험은 Fig. 3.6.2-4에서 추출한 각각의 유

기상을 상으로 하여 역추출 혼합용액의 DTPA 농도, lactic acid 농도  pH를 

조정하여 수행하 다.

 

       (가) DTPA 농도 향 

            Na5DTPA의 경우 Na 염(salt)의 존재로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고화처

리 시 나쁜 향을 미쳐 salt-free한 (NH4)5DTPA를 선정하여 수행하 다. Fig. 

3.6.2-5(a), (b)는 Fig. 3.6.2-4의 각각의 유기상을 상으로 1M lactic acid  

pH=3.6에서 DTPA의 농도 변화에 따른 각 원소의 역추출이다. Am의 경우 두 추

출 계 모두 DTPA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역추출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Am과 

DTPA 간의 반응 이 다음과 같이 DTPA 농도가 증가할수록 Am(DTPA)⁻² 가 증

가하는데 기인한다 [21]. 

 Am
3+

 + H₅ (DTPA)
-5

  ⇔  Am (DTPA)
-2

 + 3 H
+

             (6)

  그리고 DEHPA 추출 계의 경우 0.1M DTPA에서 Am, Eu, Nd의 역추출율이 

각각 68.1%, 8.4%, 5.1%이었는데 반하여, (Zr-DEHPA) 추출 계 경우는 75.1%, 

25.4%, 15.6%로 DEHPA 추출 계보다 많이 역추출 되고 있다. (Zr-DEHPA) 계

의 경우 속-질산염 혼합 착물을 형성하여 DEHPA 계보다 추출력이 강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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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5(a).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DTPA at 1M lactic acid and pH=3.6. [extraction system : 

1M DEHPA/NDD-0.1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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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5(b).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DTPA at 1M lactic acid and pH=3.6. [extraction system : 

(15g/L Zr-1M DEHPA)/NDD-1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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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역추출율이 감소되어야 함에도 증가된 것이다. 이는 DEHPA가 질산 농도 

0.1M에서, (Zr-DEHPA)는 질산 농도 1M에서 각각 추출하여 Fig. 3.6.2-4에서 보

는 와 같이 (Zr-DEHPA)가 DEHPA 보다 이들 핵종에 해 추출력이 떨어져 

DTPA와 보다 쉽게 착물을 형성하여 역추출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은 

추출  역추출 계가 각각 0.8M DEHPA/DIPB(diisopropyl benzene)과 0.1M 

DTPA/1M citrate (pH=3.0)로 본 연구와는 다소 다르지만, 같은 농도의 DTPA에

서 Zr이나 Mo 등이 부하(loading)될 경우 RE 원소의 역추출이 증가 된다고 보고

한 Delcul 등[22]의 결과와 유사하다. 

   Am/RE의 역추출은 Am》Eu>Nd>Ce≥Y 순으로 DTPA-M+3 착물의 안정화가 

Am≫Eu>Y≥Nd>Ce 순이라는 Moeller 등[23]의 결과와는 Y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부터 Am/RE의 상호분리는 DEHPA 계의 경

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Zr-DEHPA) 계의 경우는 Eu과 Nd가 다소 공

역추출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RE 원소와의 분리는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Zr-DEHPA)-0.05M DTPA에서 Am에 한 Eu, Nd  Sm의 상호 분리계수

(separation factor=DRE/DAm)는 Table 3.6.2-2에서 보는 와 같이 8～30 인데 

반하여 La, Ce, Y 등은 100 이상 이었다. 

  Table 3.6.2-2는 Am(/Cm) 선택  역추출 (1차 역추출)시 Am 에서의 각 

원소의 분리계수이다. Am과 Cm은 거의 분리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Eu와 Nd의 공역추출 문제는 0.05M DTPA에서도 각각 14.5%, 8.3%가 공역추출 

되고 있으나, 이 정도는 O/A 비의 조정 는 연속식 다단 조업 시 세정 단계에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편 U, Np은 DTPA와는 어떤 착물도 

형성하지 않아 두 추출 계 모두 역추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며, 다른 산

화가 +3가의 악틴족 원소인 Am, Cm 등과는 쉽게 분리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0.05M DTPA에서 Am에 한 U, Np의 분리계수는 DEHPA 계의 경우 각각 50, 

39이며, (Zr-DEHPA) 계는 각각 101, 81이었다. 반면에 Mo의 경우는 추출 계와 

DTPA 농도에 무 하게 모두 99% 이상이 Am과 공역추출 되었다. 실제 HLW에

서의 Mo와 Am의 농도 비는 Table 3.6.2-1에서 보는 와 같이 약 50배 이상 

Mo가 크므로 Am의 제염계수 (분리 정제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이의 분리가 

필요하다. 이를 Am의 선택  역추출 단계에서 처리할 경우 Mo가 추출/역추출 단

계에서 Am과 거의 동일한 거동을 보이고 있어 이의 분리가 매우 힘들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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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m)/RE의 공추출 에 Mo를 미리 선 분리시키는 것이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

Table 3.6.2-2. Separation factor of each element with respect to Am.

Extraction system
1M DEHPA/NDD

-0.1M HNO3

(15g/L Zr-1M DEHPA)

/NDD-1M HNO3

The 1st stripping 0.05M DTPA-1M Lactic acid-pH 3.6

Separation factor (Dmetal/DAm)

U 50 101 

Np-237 39 81 

Am-241 1 1

Cm-244 0.95 0.94 

La 404 256 

Ce 201 160 

Nd 39 23 

Sm 45 22

Eu 13 8

Y 505 343 

Cs 19 58 

Sr 19 256 

Ba 24 101 

Tc-99 28 0.04 

Re 12 0.02 

Ru 12 67 

Pd 25 56 

Na 66 67 

Ni 100 101 

Fe 172 136 

Zr 201 -

Mo 0.01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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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ctic acid 농도 향  

            Fig. 3.6.2-6(a), (b)는 Fig. 3.6.2-4의 각각의 유기상을 상으로 

0.05M DTPA, pH=3.6에서 lactic acid 농도 변화에 따른 각 원소의 역추출이다. 

Am/RE(Eu, Nd 등)의 경우 DEHPA 추출 계에서는 다소 증가하고, (Zr-DEHPA) 

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이의 증가 폭이나 감소폭이 실험 오차 범

에 있어 lactic acid에 의한 Am/RE의 역추출의 향은 없는 것 같다. 이는 본 

연구와 비슷한 조건에서 lactic acid의 농도 변화에 따른 Am의 역추출은 거의 변

화가 거의 없다고 발표한 Weaver 등[10]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로부터 lactic acid는 DTPA의 용해도 증가나 역추출 혼합 용액의 pH 유지 등

의 DTPA의 보조제(modifier) 기능을 갖고 있을 뿐, Am/RE의 역추출제로의 역할

은 없는 것 같다.    

       (다) pH 향 

            Fig. 3.6.2-7(a), (b)는 Fig. 3.6.2-4의 각각의 유기상으로부터 0.05M 

DTPA  1M lactic acid 혼합용액의 pH 변화에 따른 각 원소의 역추출이다. 

Am/RE의 경우 두 추출 계 모두 pH 증가에 따라서 역추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DTPA의 해리가 다음과 같으며, 이 때 1차  2차 pKa 값이 각각 1.80, 2.55로 보

고되고 있어[24],

  H5-n DTPA
n-

  ⇔  H
+

 + H4-n DTPA
(n+1)-

    ( n= 0～4 )         (6)

낮은 pH 역에서는 DTPA가 해리가 되지 않거나 는 부분 으로 해리되어 

DTPA-M
3+

의 착물 형성이 미비하여 역추출율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높은 pH 

역에서는 DTPA가 완  해리되어 Am의 역추출율이 증가되었으며 이때 상당량의 

RE도 공역추출 된다. 이는 요한 결과로서 실제의 HLW에서 DTPA에 의해 Am 

만을 선택 으로 분리할 시 궁극 으로는 DTPA-Am 간의 착물에서 DTPA를 제

거하고 Am만을 분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매우 낮은 pH (질산 농도 0.1M 정도) 

역에서 수행하면 DTPA를 Am으로부터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그리고 역추출 혼합용액에서의 pH 결정은 Am과 RE의 상호분리도를 고려하

여 pH=3.6 정도가 당할 것 같다. pH=3.6에서 Am에 한 RE 원소의 분리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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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6(a).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lactic acid at 0.05M DTPA and pH=3.6. [extraction   

system : 1M DEHPA/NDD-0.1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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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6(b).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lactic acid at 0.05M DTPA and pH=3.6. [extraction   

system : (15g/L Zr-1M DEHPA)/NDD-1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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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7(a).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with pH of mixed solution 

of 0.05M DTPA and 1M lactic acid. [extraction system : 

1M DEHPA/NDD-0.1M HNO3].  



- 460 -

pH of aqueous phase, [-]

3.2 3.4 3.6 3.8 4.0 4.2

S
tri

pp
in

g 
yi

el
ds

 o
f e

ac
h 

el
em

en
t, 

[%
]

0

20

40

60

80

100

Am-241
Ce
Nd
Eu-152
Y
Fe
Mo
U
Np-237

Fig. 3.6.2-7(b).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with pH of mixed solution 

of 0.05M DTPA and 1M lactic acid. [extraction system : 

(15g/L Zr-1M DEHPA)/NDD-1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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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DEHPA 계의 경우는 Eu(약 15)을 제외하고는 모두 30 이상으로 양호하며, 

(Zr-DEHPA) 계의 경우는 Eu는 8 정도이지만 다른 RE는 모두 20 이상을 나타내

고 있다. 

      (3) RE 역추출 (2차 역추출) 

          RE 역추출은 Fig. 3.6.2-4에서 추출한 각각의 유기상을 0.05M DTPA- 

1M lactic acid 혼합용액 (pH=3.6)으로 Am(/Cm)의 선택  역추출을 거친 제 2차 

유기상을 상으로 질산 농도를 조 하여 수행하 다. 

  Fig. 3.6.2-8(a), (b)는 각각 DEHPA/NDD  (Zr-DEHPA)/NDD에 의한 추출 

 Am의 선택  역추출을 거친 유기상으로부터 질산 농도 변화에 따른 각 원소의 

역추출율이다. Am/RE의 경우 추출 계에 무 하게 질산 농도가 증가 할수록 역추

출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DEHPA 추출제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산도

가 증가(특히 질산 농도 4M 이상) 할수록 M
+3

에 한 추출율이 격히 감소하여 

역추출이 증가 되었다. 역추출은 Nd≥Am>Ce>Eu》Y 순으로 거의 추출의 역순이

며, Am이 공역추출 되는 것은 Am의 선택  역추출 단계에서 Am이 모두 분리되

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질산 농도 5M에서의 Y  RE의 역추출율은 DEHPA 계의 경우 42.1%, 87.3%, 

(Zr-DEHPA) 계의 경우는 33.4%, 85.2%으로 Y를 제외한 모든 RE를 효과 으로 

역추출 시킬 수 있었다. Y의 경우 한 Table 3.6.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RE의 

총 농도에 비해 매우 어[3]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수용상으로의 역추출

이 어 유기상에 Y의 일부분이 계속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차후의 용매재생 단계

에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로부터 Am의 선택  역추출 (1차 

역추출) 시 유기상에 부분 존재하고 있는 RE는 고산도 질산 용액에 의해서 효과

으로 분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Fe, Mo, U, Np 등은 DEHPA에 의한 

이들 핵종의 분배계수가 고산도 질산 용액에서도 여 히 높은 데 기인하여[19] 역

추출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라. 결  언

      (1) DEHPA/NDD  (Zr-DEHPA)/NDD의 차이 으로는 DEHPA는 취  

질산 농도가 0.1M 정도인데 반하여, (Zr-DEHPA)는 1M 질산 용액까지 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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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8(a).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nitric acid in the 2nd stripping stage. [extraction system   

: 1M DEHPA/NDD-0.1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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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8(b). Stripping yields of each element with concentration of 

nitric acid in the 2nd stripping stage. [extraction system    

: (15g/L-1M DEHPA)/NDD-1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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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이다. 

  0.1M DEHPA/NDD-0.1M HNO3 계에서는 Am=98.9%, Cm=98.8%, RE 원소

는 96% 이상이 추출되고, (15g/L Zr-1M DEHPA)/NDD-1M HNO3 계에서는 

Am=80.6%, Cm=85.4%, RE 원소는 80% 이상 (단 La  Ce의 경우는 약 73～

78% 정도)이 추출되어 두 계 모두 (Am-Cm)/RE의 공추출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만 (Zr-DEHPA) 계의 경우 Zr이 함유된 용액에서는 제 3상 형성 등으로 

인하여 유기상과 수용상의 상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의 선제거가 요망된다. 

      (2) 1M DEHPA/NDD-0.1M HNO3  (15g/L Zr-1M DEHPA)/NDD- 

1M HNO3 계에 의해 각각 추출된 유기상으로부터 Am과 Cm의 선택  역추출은 

DTPA/lactic acid의 혼합용액에 의해 효과 으로 역추출 할 수 있었다. 

  0.05M DTPA/1M lactic acid(pH=3.6)에서 DEHPA 계의 경우는 Am=49.1%, 

Cm=50.3%가, (Zr-DEHPA) 계 경우는 Am=65.4%, Cm=63.9%가 역추출 되었다. 

Am  Cm의 역추출에서 문제 으로는 Mo가 같이 공역추출 되므로 이의 선제거

가 요망되며, 특히 이의 제거는 (Am-Cm)/RE의 추출 에 Zr 등과 함께 제거하는 

것이 보다 효율 으로 단된다. 

      (3) DEHPA/NDD-0.1M HNO3  (Zr-DEHPA)/NDD-1M HNO3에 의해 

각각 추출된 유기상을 상으로 0.05M DTPA/1M lactic acid (pH=3.6)에 의해 1

차 Am과 Cm의 역추출 과정을 거친 각각의 유기상으로부터 RE 원소의 역추출을 

수행하 다. RE의 역추출은 추출 계와는 무 하게 Y을 제외하고는 모두 질산 농도 

5M에서 85% 이상이 역추출 되었다. 



- 465 -

제 4 장 목표 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는 방사화학 분리 고도화 요소기술 개발  핵주기 용해 실 

폐액(/수 ) 상 악틴족 원소 분리 개발 기술의 용성 평가를 목표로 TRU의 회

수율은 99% 이상, Tc의 회수(순도)는 99%로 각각 설정하여 수행하 다. 연구 내

용은 우선 분리 고도화 요소기술 개발 차원에서 환원/착물 반응 동반 TRU의 공분

리 제거  TRU/U의 상호분리 기술 개발, An(+3)/Ln(+3)의 고산도 공분리 시스

템 개발  방사선 조사 시험 평가, An(+3)의 선택  추출제 합성  선택  추출 

계 개발, 희귀원소 분리 시스템 개발  연속식 회수분리 실증, 질산성  암모니아

성 질소 화합물의 질소 가스화 분해 장치 개발 등을 수행하 고, 용해 실 폐액(/수

) 상 악틴족 원소의 분리 용성 평가에서는 다성분 계 (22성분 함유)의 실제 

농도 규모의 방사성 분 기하에서 (TBP-TOA)/NDD에 혼합추출 계에 의한 Tc/ 

Np/U의 공분리와 (Zr-DEHPA)/NDD의 속함유 추출 계에 의한 (Am-Cm)/RE

의 상호 분리를 수행하 다. 

  연구 결과를 분리고도화 요소기술 개발 차원에서 고찰하면 ① 환원/착물 반응 동

반 TRU의 공분리 제거  TRU/U의 상호분리 기술 개발에서는 우선 TRU의 산

화, 환원  착화제 선정 시험 평가를 통하여 환원/착물 동반제로 AHA를 선정하

고, SQUAD 로그램을 이용하여 TRU  공존원소 (U, RE 원소, Fe, Sr, Ni, 

Zr 등)와 AHA 간의 착물 안정화 상수를 측정하여 TRU의 경우 산화가 +4가와는 

착물 형성이 용이한데 반하여, +3가와는 거의 착물이 이루어지지 않음과 U의 경우 

한 +4가와는 착물 형성이 용이한데 반하여 +6가에서는 착물이 용이하지 않음을 

정량 으로 규명하 다. 그리고 (TRU-AHA)간의 환원 속도  AHA의 가수분해 

속도를 각각 해석하 으며, 방사분해 안정성을 평가하여 방사선 흡수선량 8x10
3 

Gy 이상에서는 AHA가 분해되어 불안정함을 확인하 다. 한 30% TBP/NDD- 

1M HNO3-xM AHA의 환원/착물 동반 추출 계에서 U과 Tc은 공추출 되는데 반

하여 Np(+4)은 친수성 착물로, Np(+5)은 친수성으로, Np(+6)은 Np(+5)로 환원하

여 모든 Np이 추출되지 않으며, 기타 RE 원소, Zr, Fe, Mo 등은 TBP에 한 분

배계수가 본질 으로 낮아 거의 추출 되지 않아 U 으로부터 TRU (/FP 함유)만을 

공제거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특히 다성분 계에서 30% TBP/NDD-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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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O3-0.4M AHA에 의한 U/TRU의 상호분리의 경우 5단 추출에서 99.99% 상호

분리가 가능하 다. ② An(+3)/Ln(+3)의 고산도 공분리 시스템 개발  방사선 조

사 시험 평가에서는 우선 완  연소  고산도 취 이 가능한 CHON 형의 다이 

아미드 계열의 추출제인 DMDBTDMA를 합성하여 
1
H-NMR, 

13
C-NMR, IR 등에 

의한 구조 분석과 열  (80℃ 이하에서 안정)/수력학  안정성을 평가하 고, 제 3

상 방지 조건 결정을 통하여 An(+3)/Ln(+3)의 고산도 공분리를 한 새로운 

(DMDBTDMA-DHOA)/NDD 혼합추출 계를 개발하 다. (0.5M DMDBTDMA- 

0.5M DHOA)/NDD-4.5M HNO3, O/A=2에서 Am은 81%, Eu, Nd, Ce 등의 RE

는 70% 이상, Cs, Sr은 3% 이하, Mo, Ru은 15% 이하, Fe은 약 70%가 공추출 

되어 단수를 4단 정도만 거치면 An(+3)/Ln(+3)의 경우 99% 이상의 추출이 가능

할 것으로 보 다. 한편 Zr, Mo, Fe, Ru 등의 공추출 억제는 과산화수소 보다 옥

살산이 보다 효과 으로 친수성 착물을 이루고 있으며, 옥살산 0.3M에서 Fe (약 

50% 추출)을 제외하고는 각각 5～6% 정도가 추출되어 An(+3)/Ln(+3)과의 공추

출을 억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기상으로 공추출된 Am/RE의 역추출은 질산농도 

0.5M에서 모두 95% 이상이 역추출 되어 별 문제가 없었다. (DMDBTDMA- 

DHOA)/NDD-HNO3 추출 계에서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계의 안 성은 방사선 흡

수선량이 ～10
5 
Gy 이하에서 매우 안정하 으며, 추출율은 2x10

6 
Gy에서 미조사 

시보다 방사분해에 의해 다소 감소되지만 (5% 이내) 큰 향이 없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출 계가 방사선에 해 항성이 큼을 알 수 있었다. ③ An(+3)의 선택

 추출제 합성  선택  추출 계 개발에서는 CHN 형의 추출제인 nPr-BTP를 

합성하여 1H-NMR, MS, IR 등에 의한 구조 분석과 가수분해 (질산 농도 2M 이

하에서 안정), 용해성 등의 안정성을 평가하 고, An(+3)의 선택  분리를 한 

(nPr-BTP)/nitrobenzene 추출 계를 개발하 다. 0.1M (nPr-BTP)/nitrobenzene 

-1M HNO3, O/A=2에서 Am은 85%, Eu, Nd, Ce, Y 등의 RE 원소는 8% 이하

가 추출되어, An(+3)의 선택  추출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부하 유기상으로부터 Am의 역추출에 0.05M 질산 용액으로 약 43%가 역추출 되

었으며, O/A=0.3에서도 65% 정도만이 역추출되어 역추출율 제고를 한 질산 외

의 다른 역추출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④ 희귀원소 분리 시스템 개발  연속

식 회수분리 실증에서는 우선 희귀원소 분리를 한 이온교환 흡착능  침 능을 

각각 평가하여 흡착제의 경우 NaOH-ACF-Pd (1.25meq/g), EIR (Aliquat-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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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침 XAD-4)-Re(1.97meq/g)가, 침 제의 경우 Ascorbic acid-Pd ([Ascorbic 

acid]/[Pd] 몰 비=10.6에서 Pd 100% 회수)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희귀원소 분리기

술 흐름도 평가 시험을 통하여 흡착/흡착 (NaOH- ACF/EIR) 연계 시스템이 침

/흡착 (Ascorbic acid/EIR) 연계 시스템 보다 분리도(순도) 측면에서 우수함을 확

인하 다. 혼합성분 계 상 NaOH-ACF-Pd/EIR-Tc 연계 흡착 시스템에 의한 

희귀원소 회수분리 실증에서는 Pd  Tc의 과 (C/Co= 0.01)가 각각 147 BV, 

245 BV 으며, 질산에 의한 용리 시 ACF-Pd에서는 순도 99.5%의 Pd (회수율 

96%), EIR-Tc에서는 순도 99.5%의 Tc (회수율 93%)가 분리되었으며, 이때 회수

율을 99%로 증 시키면 순도는 93.5%로 감소된다. ⑤ 질산성  암모니아성 질소 

화합물의 질소 가스화 분해장치 개발에서는 우선 질산성 질소 화합물 분해를 하

여 기존의 Cu, Ti, Pt, Ni 등의 속 극체에 의한 질산염의 해 분해율을 고찰

하 으나, 모두 분해율이 낮아 Sn-modified Pt  Platinized-Ti 음극체를 새로히 

개발하여 제조 하 다. 특히 매성이 우수한 Sn-modified Pt 극의 경우 Sn-흡

착 Pt  Sn- 착 Pt 극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평가하여 Sn- 착 Pt 

극이 보다 우수함과 약 66% 정도의 질산염을 해 환원시켰다. 한편 암모니아성 

질소 화합물 분해에서는 매성/불용성의 RuO2, IrO2, Pt 등의 양극체를 제조하여 

pH 변화에 따른 암모니아 분해기구 규명  최  분해조건 (80mA/cm
2
)을 결정하

으며, 이때 질산염의 분해율은 약 62.5% 정도 다. 이 분해율을 제고시키기 하

여 염소이온을 갖는 연속식 층형 해 장치를 새로이 개발하여 암모니아의 분해

율을 약 80% 정도까지 향상시켰으며, 기타 self- pH 조  기능을 가지는 암모니

아 해 장치 등을 부수 으로 개발하 다. 다음은 핵연료 주기 용해 실 폐액(/수

) 상 악틴족 원소의 분리 용성 평가 차원에서 고찰하면 우선 다성분 계 (21

성분 는 22성분 함유)의 실제 농도 규모의 방사성 분 기하에서 ① (TBP- 

TOA)/NDD의 혼합 추출 계에 의한 Tc/Np/U의 공분리 경우 제 3상 방지 조건  

원인 핵종 규명 (Zr 농도 : ～10
-4
M 이하에서 안정)과 TBP 농도, TOA 농도, 질

산 농도 등이 공분리에 미치는 향 등을 평가하여 최  조건으로 (30% TBP- 

0.5% TOA)/NDD-1M HNO3 계를 선정하 다. 이때 추출율은 Tc (81%), Np 

(85%), U (93%), Am/RE 원소 (9% 이하), Pd (약 8%), 기타 원소 (5% 이하)으

로 이 추출 계에 의한 Tc/Np/U의 공분리 기술의 용성은 매우 효과 일 것으로 

단되나 Zr의 선 제거가 요구된다. 그리고 공분리된 Tc/Np/U을 Tc (역추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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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HNO3)→Np (환원 역추출제 : 0.1M AHA)→U (역추출제 : 0.01M HNO3)의 

순으로 순차 분리하여 각각의 분리계수를 평가하 다. 한편 ② (Zr-DEHPA)/NDD 

속함유 추출 계에 의한 (Am-Cm)/RE 상호 분리의 경우는 우선 Zr 함침 추출제

인 (Zr-DEHPA)를 제조하여, 제 3 상 방지 조건  원인 핵종 규명과 Zr의 함침

량, DEHPA 농도, 질산 농도 등이 추출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여 최  조건으로 

(15g/L Zr-1M DEHPA)/ NDD-1M HNO3 계를 설정하 다. 이때 추출율은 Am 

(81%), Cm (85%), RE 원소 (80% 이상), Mo (98%), Fe (85%), U (98%), Np 

(73%), 기타 원소 (5% 이하) 등으로 본 추출 계에 의한 (Am-Cm)/RE의 분리 기

술 용은 가능하나, 이에 앞서 U, Np, Mo, Fe의 제거가 필요하고 특히 제 3상 유

발 물질인 Zr이 거의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공추출된 (Am-Cm)/RE 원소

를 Am-Cm (역추출제 : 0.05M DTPA-1M Lactic acid-pH=3.6)→ RE 원소 (역

추출제 : 5M HNO3) 순으로 상호 분리하여 분리계수를 평가하 다. 이외에도 친환

경의 An(+3)/Ln(+3)의 공추출제인 TODGA 합성, An(+6)의 선택  추출제인   

D2EHBA  DHOA (상 보조제로로도 활용가능) 합성 그리고 다단 용매추출 장치 

 자동 시료채취 장치 등과 이온교환 흡착탑의 균일  비균일 계에서의 고방열성 

핵종 제거 속도/동특성 모사 로그램 등을 개발하 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분리 고도화 요소기술 개발의 경우는 분리/회수, 제거 목표치

를 만족시켜, 그리고 핵주기 실 폐액(/수 )의 용성 평가는 다성분 계 실제 농도 

규모의 방사성 분 기하에서 각 핵종 간의 분리계수 평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당  계획한 연구 목표를 100% 달성한 것으로 단된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리 고도화 요소 기술 이외에 "분리 고도화"  공정 개발과 hot test를 통한 

련 방사분해 (radiolysis) 시험 평가 등을 통하여 "분리 고도화" 기술이 완성된다면 

( 재의 기술 수 을 고려하여 볼 때 상용화 가능 기술로는 미국의 UREX, 랑스

의 COEX 등이 유력함) 고  방사성폐기물 (SF 포함)의 구 처분 후 방사능이 

수 천 년 이상 지속되어 지구 환경의 불안감을 래하고, 일반 에게는 반 원자

력을 유발시키는 방사성 폐기물의 근본 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이는 원

자력 사업 반에 한 신뢰성 증진, 원자력에 한  국민이해 강화, 청정 에 지

원으로서의 공감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상된다. 



- 469 -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본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성을 기술  측면에서 고찰하면 우선 ① 방

사성 핵종 (TRU 등의 방사성 고독성 핵종, 고방열성 핵종, 처분환경 해 핵종 

등)의 분리 고도화 공정 (핵확산에 한 항성 확보, 고순도 분리, 분리 상 핵종

의 친화도 제고, 자연 친화성 소재 개발, 2차 폐기물 발생량의 극 감화 등) 구성 

 개발에 직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TRU (/FP 함유) 공분리 제거는 핵확산

에 한 항성을 보다 더 유지하기 하여, U의 선택  고순도 (99.9%) 분리는 

SF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U을 화 하여 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폭

으로 감용 시키기 하여, An(+3)/Ln(+3)의 고산도 공분리나 An(+3)의 선택  

분리는 분리 상 핵종의 친화도 는 선택성을 제고시켜 공정 단순화 도모  제 

2차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량을 억제하기 하여, 친환경  분해가 가능한 CHON나 

CHN 형의 DMDBTDMA, DHOA, TODGA, E2EHBA, BTP 등의 합성은 소각 

처리 등에 의한 제 2차 폐기물의 발생량 극 감화를 하여, 희귀원소 회수 분리 

등은 타산업과의 경쟁력이나 경제성 등을 확보를 하여, 제 2차 폐기물의 salt- 

free 분해 기술은 질소 화합물의 분해 양극/음극 개발에 의한 산업화  가스화 분

해에 의한 폐기물 발생량을 폭 감화 시키기 하여 각각 용하 다. 그리고 

② 방사선 흡수선량에 따른 다이 아미드, 모노 아미드 등의 추출제에 한 방사분

해 특성 분석 자료는 실제 방사성 분 기하 원자력 공정 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아

미드 계열 화합물의 방사분해 거동 련 기  자료로 직  응용이 가능하며, ③ 자

체 개발한 연속식 다단 용매추출 장치/자동 시료채취 장치, 희귀원소 회수 분리 침

/흡착  흡착/흡착 연계 시스템, 질산성 질소화합물 분해 매성 환원 극, 암

모니아성 질소화합물 분해 불용성/ 매성 산화물 산화 극, 질소화합물 가스화 분

해 연속식 장치 등은 단  분리장치의 소형화  실용화 등에 응용될 수 있다. 

한 ④ 균일  비균일 계에서의 고방열성 핵종 (Cs, Sr 등) 제거 이온교환 속도  

동특성 로그램은 이온교환 충 탑 (흡착탑)에서의 각종 속 이온의 분리 거동이

나 연속 처리 모사에 직  활용 가능하다. 

  한편 경제 산업  측면에서 고찰하여 보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친 환경  분해  

 친화도/선택성 제고 추출제 합성 기술 개발은 기능성 첨단 소재인 란탄족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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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가 속의 고순도 정제  재활용에, 침 /이온교환 흡착/용리 혼합 시스템 개

발 기술은 기 도  폐액 내에서 Pd, Pt 등의 희귀 유가 속 회수나 환경 폐수 

내 속 제거에, 방사성 폐액의 salt-free 해 분해 기술  극 제조 기술은 

질산성이나 암모니아성의 오폐수/분뇨의 질소 화합물 분해 처리나 유기 폐액의 

해 분해 등과 매성 음극체  불용성 산화물 극체 개발 등의 일반 산업체에 직

 용할 수 있다. 특히 Pd, Ru, Rh 등을 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희귀원소 회수에 의한 수입 체 효과가 기 되며, 희토류 원소  백 족 원

소 활용의 극 화  폐기물 자원화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망된다.

  이외에도 자체 개발한 분리 기술 (용매 추출, 침 /결정화, 이온교환 흡착/용리, 

산화가 상태 분석, REDOX/착물화 기술, salt-free 분해 기술 등)  장치 (연속식 

다단 용매추출 장치  자동시료 채취장치, 희귀원소 회수 분리 혼합 시스템, 질소 

화합물의 연속식 분해 장치 등), 재료 ( 매성 음극체. 불용성/ 매성 산화물 양극

체, 친환경 분해 추출제 합성 등) 등은 유  산업체로의 기술 이 이 가능하며, 일

반 산업화로의 실용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2 

단계의 연구 기간 동안 테크  (주)에 1차년도 에서는 "폐 유기/수용상에 함유된 

오염물의 해반응에 의한 고도 산화 처리" 기술을 기술지도 형태로, 2차년도 에서

는 "친환경  산화분해 기술"을 기술이  실시 계약을 맺어 기술 이 하 으며 

재 양산 체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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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Strategic Plan, DOE, (2007).

- GNEP, Greater Energy Security in a Safer Cleaner World, (2006)

- Report to Congress, (a) :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AFCI)", 

(2006), (b) :  "Spent nuclear fuel recycling program plan", (2006). 

- Notice of request for expressions of interest in a consolidated fuel 

treatment center to support the GNEP, DOE, (2006).

- J. Kelly and C. Savage,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AFCI) Program 

Plan", (2005).

- Phase-Ⅱ Final Report, "Feasibility study on commercializes Fast Reactor 

cycle systems" JAEA-Evaluation 2006-002 (2006).

- F. Carre,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R&D Strategy in France", 

(2006).

- P. Pradel and C. Courtois, "French fuel cycle strategy and 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 programme", (2006).

- K. Minato, M. Ichimiya and T. Inoue, "R/D activities on 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 of radioactive nuclides in Japan", (2006).

- G. LeBastard, J. P. Dalcorso, J. L. Palayer and J. Besnainou,  "AREVA 

Back-End Seminar", AREVA representatives, (2006). 

- C. Ahlfeld, K. Czerwinski, "Commercial Fuel Applications", Archimede 

Technology Groups, (2006).

- "次世代 再處理 及び 核變換に係る 硏究開發のあり方" についての 原硏での 檢討

結果, (2006).

- "ERIX プロセスによる 高速爐燃料 再處理システム 技術開發" 硏究成果, (2005).

- "再處理 濕式分離 硏究に係る プロセス安全硏究室 における 主要成果 と 新法人

における今後の硏究 について", (2005).

- "有用核分裂生成物の分離", 檢討結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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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2005,  (a) : "Development of ERIX process for reprocessing 

spent FBR-MOX fuel". (b) : "Development of a simple reprocessing 

process using selective precipitant for uranyl ions". (2005). 

- Actinide Summer School 2004,  "Overview of extraction process", (2004).

- ATALANTE 2004,  "Actinide separative chemistr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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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시스템 개발  방사성 조사 시험 평가, ③ An(+3)의 선택  추출제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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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D에 혼합추출 계에 의한 Tc/Np/U의 공분리와 ② (Zr-DEHPA)/NDD의 속

함유 추출 계에 의한 (Am-Cm)/RE의 상호분리를 수행하 다. 그리고 본 연구 결

과는 향후 방사화학 분리 고도화  공정 구성  개발, 그리고 원자력 폐기물 

련 기술 개발의 성능평가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산업화 가능 결과는 일반 산업체

에 기술 이 을 도모할 것이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방사화학 분리, 악틴족 원소, 란탄족 원소, 우라늄 원소, 

용매추출, 방사분해, 침 /이온교환 흡착/용리, 산화/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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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5-20 Lines) .

  This project of the second phase was aimed at the development of basic unit 

technologies for advanced partitioning, and the application tests of pre-developed 

partitioning technologies for separation of actinides by using a simulated 

multi-component radioactive waste containing Am, Np, Tc, U and so on. The 

goals for recovery yield of TRU, and for purity of Tc are high than 99% and 

about 99%, respectively. The work scopes and contents were as follows. 1). For 

the development of basic unit technologies for advanced partitioning. ①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co-removal of TRU and for mutual separation 

of U and TRU with a reduction-complexation reaction. ② Development of 

extraction system for high-acidity co-separation of An(+3) and Ln(+3) and its 

radiolytic evaluation. ③ Synthesis of extractants for the selective separation of 

An(+3) and its relevant extraction system development. ④ Development of a 

hybrid system for the recovery of noble metals and its continuous separation 

tests. ⑤ Development of electrolytic system for the decompositions of N-NO3 

and N-NH3 compounds to nitrogen gas. 2). For the application test of 

pre-developed partitioning technologies for the separation of actinide elements in 

a simulated multi-component solution equivalent to HLW level. ① Co-separation 

of Tc, Np and U by a (TBP-TOA)/NDD system. ② Mutual-separation of Am, 

Cm and RE elements by a (Zr-DEHPA)/NDD system. All results will be used as 

the fundament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partitioning process in the 

future.

Subject Key words

(About 10 words)

 Partitioning, Actinide, Lanthanide, Transuranium, Solvent  

Extraction, Radiolysis, Precipitation/Adsorption/elution, 

  Oxidation/Reduction, Electrolytic decomposition. Comple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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